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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첨단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온다. 모바일 기

기와 같은 디지털 기기들이 교육영역에서 표준적인 장비들이 되었고 교

육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며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교육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교육과 이를 의사

소통, 문제 해결 등의 교육적 목적을 위해 교수 학습에 활용한 교육을

의미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교사와 학생

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학생의 학습 참여를 촉진하였으며, 학생들의 활동

적인 탐색적 학습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점들은 여러 나라에서 ICT교

육을 국가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하며 21세기 미래역량인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그러나 여러 국가가 디지털 교육을 정책

적으로 장려하고 있음에도 모든 학생이 우수한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학생 간에 디지털 역량 수준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교사의 적극적인 디지털 교육이 요구되고 있지만, 교사는 디지털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데에는 교사의 외적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증진하고 교사의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초등학생의 디지털 역량의 양상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교사의 수업이 학생의 역량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

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

의 인식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의 디지털 역량 수준이 어떠한 양상을 보인다

고 인식하는가? 둘째,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의 디지털 역량 수준이 교사

의 수업 설계와 실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가? 셋째, 초등

학교 교사는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다

고 인식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여 질적 연

구방법의 절차를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 고찰을 통하여 면

담 질문을 구성하고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이후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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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약 1시간 정도 면담

을 진행하고 녹음하였다. 면담을 진행하며 중요 내용을 연구자 노트에

정리하였다. 여러 명의 교사를 면담하는 까닭에 면담과 동시에 이전 연

구 참여자의 녹음자료를 전사하였다. 이후 면담의 내용에서 새로운 내용

이 더 나오지 않으며 연구 참여자가 14명이 되었을 때 면담을 종료하였

다. 이후 주제분석을 사용하여 면담 자료로부터 초기 코드를 생성하고

면담 자료 속에서 주제를 찾고 도출된 주제를 검토하였다. 이후 검토한

주제를 정의하고 이름을 붙여 주요 주제들을 발견하였다.

연구결과로 연구문제 1에 대한 주제 5개, 연구문제 2에 대한 주제 5개,

연구문제 3에 대한 주제 3개를 도출하였다. 학생의 디지털 역량의 양상

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의 디지털 역량 수준이 학생의 디지털 교

육 경험, 디지털 기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역, 디지털 역량의

세부 영역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디지털 교육 활동에 긍정적이며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역량 수준이 성장한다고 인식하였다. 다음

으로 학생의 디지털 역량 수준이 교사의 수업 설계와 실행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는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고려하는 디지털 교육 수업 실천

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디지털 교육에 긍정적인 학생들

을 보며 수업에 의욕을 나타내었으며 학생 간 디지털 역량 수준의 차이

를 고려하기 위해 수준별 교육, 모둠별 협업 수업을 계획하고 수업 진행

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동료를 통한 도움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

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하여 디지털 교육의 경험을 많이 제공하고 디

지털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역량을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교

육 실천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디지털 역량의 차이와 그로 인한 수업 실천의

난점을 탐색하였으며,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사의 디지털

교육 실천의 중요성을 밝혔다. 그 결과로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교육의

연결을 나타내는 순환적 디지털 역량 모형을 제시하였다. 학생의 디지털

경험이 적을수록 디지털 역량 수준은 낮으며 디지털 경험이 많을수록

디지털 역량 수준이 높다. 이때, 교사의 디지털 교육은 학생의 디지털 경

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높은 디지털 역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교사의 디지털 교육이 풍부하게 이루어

진다면 학생의 디지털 역량은 증진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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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교사 공동체, 교사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를 통해 탐색한 내용이 향후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디지털 교육 설계원

리 개발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된다면 국내 디지털 역량에 관한 연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디지털 역량, 디지털 교육, 교사의 인식

학 번 : 2018-2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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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온다. 예컨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과 같은 최신 모바일 기기는 인간의 상호작용

방식, 놀이 방법, 학습 방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전과는 다르거나 이전

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더 발전된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Mansilla & Jackson, 2011; Pachler, 2007). 오늘날의 교육계는 이런 복

잡한 학교 환경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Ainley, Enger, & Searle, 2008;

Erstad, 2010). 그리고 개인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태블릿PC)처럼 이동

가능하고 스마트폰처럼 손에 잡기 편한 모바일 기기들은 교육영역에서

거의 표준적 장비들이 되어가고 있다(Weaver & Nilson, 2005). 그 이유

는 교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기기들이 가지는 장점의 범위가 넓

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태블릿 PC는 시뮬레이션, 카메라, 녹음의 기능

부터 e-Book, 디지털 교과서, 상호작용적 네트워크와 즉각적인 피드백까

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교육적 목적에 따라 스마트 로봇을

교육에 활용하기도 한다(윤노아, 김돈정, 박인우, 엄상현, 임걸, 2016). 이

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태블릿 PC, ipod touch, 로봇과 같은 디지털 기

술이 통합된 교실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여진다.(Banister, 2010; Bonds-Raacke & Raacke, 2005;

Enriquez, 2010). 다시 말하면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교육환경도 정보

통신기술 발달의 영향으로 제2의 변화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기

와 기술을 이용한 수업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Collins & Halverson,

2018).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의 장점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

다. 먼저 디지털 기기는 교실 환경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활

동적 학습을 증가시키며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교실 내 참여를 촉진할 수

있었다(Fitch, 2004; Partee, 1996; Stephens, 2005). 웹 기반 활동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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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프로젝트에서 전반적으로 수업 만족감을 증가시켰으며(Driver, 2002),

교실에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은 학생들의 동기, 교과 기반 지식을 적용

하는 능력,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를 향상하는데 효과적이었다

(Mackinnon & Vibert, 2002; Siegle & Foster, 2001). 더 나아가서, 무선

랜과 연결된 컴퓨터의 사용은 활동적인 탐색적 학습(Active Exploratory

Learning)을 증진시켰으며 대규모 교실에서 학생들과 교사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었다(Barak, Lipson, & Lerman, 2006). 모바일 기기들은

교사와 학생 간의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

였다(Wang, Shen, Novak, & Pan, 2009).

Räihä와 동료들(2014)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ICT 기반 학습 환경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들이 사용하기 쉬우며

협력 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은

ICT 수업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지원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

육의 결과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찾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Demb와 동료들(2004)의 연구에

서는 학생 참여도와 만족감이 높은 상태에서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가 그

들의 학습습관이나 학문적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

다.

종합하자면 학생들은 디지털 교육을 통해 수업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

용하며 디지털 기기에 친숙해졌으며 이를 유의미하게 학습에 사용하며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 OECD(2010)도 대부분의 역량이 ICT

에 의해서 지원되거나 강화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디지털 교육이 학생들

의 디지털 역량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여기서 디지

털 역량이란 정보화 시대에서 개인이 자기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생산적이고 전문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역량을 의미한다

(Porat, Blau, & Barak, 2018). EU는 디지털 역량을 평생교육에서 필요

한 8가지 역량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Instefjord & Munthe, 2016) 한국,

일본, 홍콩, 벨기에, 호주, 미국과 같은 많은 나라들은 정보통신기술이 학

교와 교육에 미칠 영향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Cha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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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ong, 2011). 이처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1세기 능력 또는 21세기 역

량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역량을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역량으로 보며 국

가의 교육 정책으로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으며(Van de Oudeweetering

& Voogt, 2018) 각 나라의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을 길

러 전문적, 사회적, 개인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정책

을 실시하고 있다. 그 예로 이스라엘은 초등학교에 국가적 ICT 교육 프

로그램을 적용하였고(Blau & Shamir-Inbal, 2017) 우리나라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기술로 점철된 삶

속에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에게 필요한 역량이지만(Prensky, 2001)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고 이를 학습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 평가 연구에서 대

부분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수준은 ‘우수함’보다는 ‘보통’에 가까웠다. 이

러한 역량 평가 결과는 디지털 원주민이라 불리는 세대의 디지털 역량이

기대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

들의 디지털 역량이 참여자들이 소속된 학교나 나이에 따라 다른 것으로

관찰되었고 이들의 디지털 역량 차이는 가정에서의 인터넷, 컴퓨터 보유

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기르는 데에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에 잘 설계된 수업과 학습자료가

필요함을 의미한다(Li & Ranieri, 2010).

또한 이현숙과 동료들(2018)에 의하면 학생 간 디지털 역량의 수준 차

이가 존재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정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

들의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ICT의 영역을 제외한 모

든 영역에서 여학생의 디지털 역량 수준이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

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신장과 학생

간 디지털 역량 차이 감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디지털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교사들은 디지털 교육

을 어려워하며 이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Bü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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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onburger 그리고 Mandl(2004)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와 같은 테크놀로

지 기술과 수업의 통합 실패 이유 중 하나는 이를 사용할 잠재적 사용자

들의 수용성 부족에 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기기나 테크놀로지

기술을 수업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맥락에서 기술을 수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요구된다. 교사들이 교

실에서 디지털 기기를 수용할지, 수용하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Ertner, 2005) 디지털 교육의 수용과 파급을 위한

교사의 인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학교 현장에서 태

블릿 PC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면 해당 디지털 기기가 교수학습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새로운 기술 수용에 영

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한 탐구도 중요한 것이다(El-Gayar, Moran, &

Hawkes, 2011).

그러나 Lindberg와 동료들(2017)에 따르면 교사들이 디지털 교육을 실

천하면서 학생들이 인터넷에 쉽게 접속하여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문

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여러 출처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

제를 꼽으며 디지털 교육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였다. 이

외에도 교사들이 ICT활용 수업을 하며 학교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현실

적 문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권혁일, 2008) 수업 실천과정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실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이 로봇 활용 수업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정부 주도로 초

등학교에 ICT활용 수업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수업 실천 중에 형성된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 인식이나 거부감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유평준, 2010). 이 외에도, 디지털 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불충분한 자료들과 디지털 기기들, 성공적이지 않

았던 수업 경험, 교사의 부정적 태도와 신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uban, 1993; Ertmer, 1999, 2005; Park & Son, 2009).

교사들이 디지털 교육을 중요하다고 인식할지라도 실제 수업 실천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교육과정에 의무로 도입된 SW 교

육(소프트웨어 교육)의 경우 SW 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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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분석에서 중요도가 수행도보다 높게 나

타났다. 즉, 교사들이 SW 교육의 중요성을 높게 인지하지만 정작 교사

들의 교육실행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변인별로 교사의 수업 수

행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연수경험과 강의 수행 경험이 많을수록 수행도

가 높게 나타나 풍부한 강의 경험을 쌓는 것이 실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교사 직무 관련 분석 결과에서는 디지털 교육에서 중

요하지만 수행도가 낮아 향후 집중해야 할 항목으로는 학습자 분석, 수

준별 지도, 도구 활용, 평가를 통한 피드백 활동으로 교수 설계 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한성, 전수진, 2019). 이는 교사들

의 디지털 교육 설계에 학생들의 수준 차이로 인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는 초등학생, 중학생 사이에 디지털 역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현숙 외 5인, 2018)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 간에

는 기기를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Lam과 Tong(2012)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 활용 수업에서 컴퓨터 활

용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생들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도록 하는 학생 개인

의 능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중요한 요인이

라고 보았다. 또한 김한성, 김종혜와 이원규(2010)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교사들(92.5%)이 학생들 간의 디지털 기기의

접근과 활용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학생 간 디지털 역량의 차이,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의 필요성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학생 간 개인차를 고려한 디지털 교육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능력, 환경

을 고려하면서 유의미한 디지털 교육을 계획하고 다양한 기기를 탐색하

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모든 것을 고려하여 수업을 준비하기에 시간

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한다(Ghavifekr, Kunjappan, Ramasamy, &

Anthony, 2016). 그동안의 연구들은 교사의 디지털 교육에 영향을 미치

고 이를 방해하는 원인으로 외적 요인이나 교사 원인에 관한 연구가 주

로 이루어져 왔으며 학생의 디지털 역량 수준으로 인한 디지털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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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또한, 교사가 교실에서 디지털 교육을

실천하는 주체라는 점에서(Larke, 2019)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눈으로 바라본 초등학교 맥락에서 학생들

의 디지털 역량의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이 디지털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교

사들이 제시하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인

지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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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의 디지털 역량 수준이 어떠한 양상을 보

인다고 인식하는가?

둘째,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의 디지털 역량 수준이 교사의 수업 설계

와 실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가?

셋째,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떠한 방안

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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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리

가.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

지식 사회에서 시민들이 어떤 종류의 능력과 이해수준을 가지고 있어

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의 결과 디지털 역량은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디

지털 역량은 ‘디지털(digital)’을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능력임

을 의미하며 정보 관리, 협력, 의사소통 및 공유, 내용과 지식 생산 및

창출, 윤리와 책임성, 평가와 문제 해결 그리고 기술적 운영 등 디지털

정보를 다루는 측면과 관련이 있는 영역을 포함한다(Ferrari, 2012). 본

논문에서 디지털 역량은 기본적인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도구적 능력

(EC, 2006)과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 습득, 평가

하여 정보를 제작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Hatlevik &

Christophersen, 2013)을 의미하며 학생 간 평균적인 디지털 역량 수준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

나. 디지털 교육(Digital Education)

Thomas(2011)는 교육에서 Web2.0 도구의 역할을 소개하며 이를 활용

한 수업을 일컬으며 ‘Digital Educ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Dunleavy와 동료들(2019)에 따르면 디지털 교육은 교육적 접근법, 교육

방법의 측면에서 전자매체와 기기들을 교육, 의사소통, 상호작용 도구로

사용하는 광범위한 교수 학습전략으로 구성된 교육을 의미한다. 그리고

Emejulu와 Mcgregor(2019)는 디지털 교육을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육과

교육공간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비슷

하게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통합(Technology Integration)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진 않지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특정 테크놀로지나 디

지털 기기를 교수학습에 사용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Hew &

Brush, 2007). O’Hara(2011)에 따르면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다양

한 기기들의 예로 개인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와 모바일기기, 디지

털 장난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교육을 컴퓨터, 디지털 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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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교육과 이를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의 교육적 목적을 위해 교수학

습에 활용한 교육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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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역량

가. 디지털 역량의 개념

21세기 디지털 도구들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줄 아는 능

력이 새로운 역량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유럽연합은 평생학습에서 시민들

에게 필요한 8가지 주요 역량 중 하나로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을 제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06). 그동안 정보통

신기술, 컴퓨터, 디지털 학습자료 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교육 맥락의

논문에서는 이런 종류의 역량을 다뤘는데 디지털 역량이라는 용어 외에

이와 개념이 유사한 역량, 리터러시, 능력과 같이 다양한 용어가 혼재하

여 다루어졌다. 예를 들면 디지털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

시, ICT 리터러시, 21세기 능력, 디지털 능력, 컴퓨터 능력 그리고 인터

넷 능력과 같은 용어들이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와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의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보급으로 IT,

ICT 및 컴퓨터 활용능력과 같은 용어들이 널리 보급된 것이다(Bawden,

2008).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디지털 역량의 개념을 논하기에 앞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의 의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라는 용어는 Gilster(1997)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리터러시

(literacy)는 정보를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최

근에는 미디어나 도구를 사용할 줄 알며, 이를 사용하여 정보를 찾아 다

른 곳에 활용하거나 적용하는 능력을 뜻한다.

Krumsvik(2008)과 Calvani와 동료들(2012)에 따르면,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는 종종 유의어로 사용된다. 디지털 역량, 디지털 리터러

시, 디지털 능력과 같은 용어들은 다소 의미가 서로 중첩되어 있는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용어 간에는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 Engen과 동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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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은 ‘능력’이라는 용어는 디지털 역량의 개념의 범위를 제한한다고

보았다. 디지털 능력이라는 개념은 기술적 조건을 다루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디지털 역량과 리터러시는 더 넓은 범위의 용어로 어떤 종

류의 능력, 이해, 그리고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비판적 성찰을 강조

한다(Hatlevik & Christophersen, 2013). 디지털 리터러시의 경우 원래

리터러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이므로 정보의 소

통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Ala-Mutka, 2011). 또한 리터러

시라는 용어는 강조하고자 하는 능력의 특징에 따라 컴퓨터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같이 다양한

용어로 발전되어 왔다. 이는 리터러시가 가진 개념의 특징에 혼란을 일

으킬 수 있어 디지털 역량이 디지털 리터러시보다 더 적절한 표현으로

보기도 한다(Cartelli, 2010).

디지털 역량의 디지털(digital)은 새로운 정보나 의사소통 매체를 의미

한다(Goodfellow, 2011). Ferrari(2012)는 디지털 역량을 정보통신기술

(ICT)과 디지털 도구(digital media)를 이용할 때 요구되는 일련의 지식,

능력, 태도, 기술, 전략과 의식으로 정의하며 이때, 정보통신기술과 디지

털 도구는 과제 수행, 문제해결, 의사소통 전달, 정보처리, 협력, 콘텐츠

의 생산과 공유, 효과적인 지식 생산, 참여, 학습, 사회화 등에 사용된다

고 한다. 디지털 역량의 의미에 대한 다른 정의로 학습, 일, 여가 시간에

새로운 기술을 의미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실천, 그

리고 디지털 세상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 주체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Ilomäki, Paavola, Lakkala, & Kantosalo, 2016).

Bjarnø, Giæver, Johannesen 그리고 Øgrim(2009)은 디지털 역량이 디지

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일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종합하자면, 디지털 역량은 학습에서 ICT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ICT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기술적인 측면과 이를 학습, 작업의 영역에 활용

하며 디지털 세계에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기까지 포함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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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역량의 수준 차이

Hatlevik과 동료들(2018)은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이해하는 데에 성

별, 자기 효능감, 사회경제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

다. ICT관련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경험, 자율학

습,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즉, 풍부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관련 경험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학생들이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자

신감을 심어주는 주요한 요소였으며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완

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디지털 역량의 수준 차이는 성별, 나이 등 여러 영역에서 나타났다.

Hargittai 와 Shafer(2006)의 연구와 Tømte 와 Hatlevik(2011)의 연구에

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더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이와 다르게 Hatlevik과 동료들(2018)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14개의 국가 중 10개의 국가에서 여학생들의 ICT 자기효능

감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국가에서는

여학생들과 남학생들 간의 유의미한 ICT 자기효능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디지털 역량과 관련해서는 모든 나라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더 높았다.

윤노아와 동료들(2016)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1, 2학년 아동을 대상

으로 스마트로봇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였는데 간단한 로봇기기

조작에서는 협동이 학년 간 협동이 잘 이루어졌으나 수업이 지속되고 심

화되면서 학년 간 팀을 이루었을 때 협동이 잘 되지 않으며 격차가 나타

난 것으로 관찰되었다. 예컨대, 간단한 스마트로봇 조작이나 실행 단계에

서는 컨트롤러를 가지고 스마트로봇이 길을 따라가도록 하거나 미션 1,

2단계에서 간단히 ‘앞으로 이동하기’ 블록을 이동시켜 조립할 때, ‘눈 색

상을 초록색으로 바꾸기’ 등의 활동을 할 때는 서로 순서를 지켜 독립적

으로 활동을 하며 협동을 잘하였다. 그런데 수업 중반기에 스택미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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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케이션에서 블록을 조립하여 명령을 내리는 어려운 단계의 미션 상

황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경우, 1학년 학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미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2학년 학생들은 상대적으

로 문제 없이 최종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 어려움을 겪는 1학년 학생

들의 모습을 답답하게 여기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저학년

간에서 격차가 나타나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년 간뿐만 아니라 같은 학년 내에서도 격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교사의 수업 설계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 디지털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학생의 사회

경제적 요인은 디지털 역량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고 이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의 수준 차이가 사회경제적 요인으

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의 ICT 학습을 지원하는 부모

의 사회경제적 능력은 다양하며, 몇 부모는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을 개

발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기 경제적으로 힘들다. 이에 부모의 지원

에 따라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Hatlevik et al.,

2018).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컴퓨터 사용빈도와 디지털 역량 간의 관련성은

뚜렷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접할지라도,

학생들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능력이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

위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을 때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Park과 Kim(2014)에 따르면 학교의 무선랜의 확장으로 테크놀로지

접근 기회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능력이 뛰어난 그룹과 그렇

지 못한 그룹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학교에서

의 테크놀로지 사용 빈도수보다 테크놀로지 사용 질에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의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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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로지 사용횟수보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 더 중

요하다(Hatlevik et al., 2018).

학생들의 디지털 능력은 학교에서의 학습 경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Van Deursen과 Van Diepen(2012)에 따르면 네덜란드 학생들

은 초중등교육이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학교에서의 테크놀로지 사용이 곧바로 디지털 능력의 개발

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10-12세의 학생들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풍

부한 교실 환경에서 학습을 하였어도 교사가 학생들을 ‘디지털 원주민’이

라고 생각하고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능력이나 기술을 가르칠 필요가 없

다고 판단하였을 때, 학생들이 디지털 관련 능력을 기르지 못하였다

(Evans, 2014). 즉, 기기적 지원이 풍부할지라도 어떤 교육과정이나 교사

에 의해 교육받았는지가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2. 디지털 교육

가. 디지털 교육의 의미

정보통신기술 즉, 최신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교육

혁신을 가능하게 만들며 새로운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도

구로 여겨진다(Ward, 2008). 정보통신기술은 교사들의 교육외적 활동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주는데(Kirkwood et al., 2000) 가령, 출석확인, 성적,

발표자 선정, 통신문 배부 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내적 동기

화가 이루어지고 기술적 지원이 충분할 경우, 교사들이 효과적인 교수자

의 효율적으로 교육적 활동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Becta, 2004).

예를 들면, 교수학습지도안을 준비하거나, 퀴즈를 만들고 학생들의 과제

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테크놀로지는 교사들이 기본적인 수업과

제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최신 테크놀로지는

교육적, 교육외적으로 교사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도구로 자리매김하였다.

Dunleavy와 동료들(2019)에 따르면 이처럼 디지털 기기들을 교육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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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학습, 의사소통, 상호작용 도구로 사용하는 광범위한 교수학습

전략을 디지털 교육이라고 한다.

교실에서의 디지털 교육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Van

Braak, Tondeur 그리고 Valcke(2004)은 교실에서 교사들이 얼마나 자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지 확인하였고,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 활

동을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 활동으로 협력

활동 지원하기, 컴퓨터를 활용한 개별화 학습, 학생들의 능력을 신장하도

록 지원하기, 컴퓨터로 과제 수행을 완료하기, 컴퓨터를 증명을 위한 도

구로 사용하기, 컴퓨터를 교수 도구로 사용하기, 인터넷으로 정보 검색하

기와 학생들에게 컴퓨터 사용의 가능성을 알려주기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기를 활용한 교수 학습 활동들은 학생의 컴퓨

터 사용능력을 향상하는 활동 외에 강의식 수업 또는 주입식 교육방법과

학습자 중심 수업이나 구성주의적 수업을 포함한다. 테크놀로지를 활용

한 강의식 수업의 예로 디지털화된 교수 자료를 컴퓨터로 제시하는 수업

이 있으며, 학습자 중심 수업의 예로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주도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분류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학습이 있다

(Niederhauser & Stoddart, 2001).

예컨대, 컴퓨터 보조 학습과 같은 교수 방법이 나타나면서 학생들이

컴퓨터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등, 과거의 많은 교사들이 컴퓨터라는

도구 자체에 대해 가르쳤으나 최근 컴퓨터는 지식을 구성을 지원하는 마

인드툴로서 더 활용되고 있다. 즉, 학생들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데 더 활용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테크놀로지 통합 수

업은 교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개념적 이해를 발달시키고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자 중심 교수법적 접근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협력 학습으로 나타난다(Inan et al., 2010).

디지털 기기를 수용하고 이를 수업에 활용하는 데 있어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환경에서 테크놀로지 사용의 성공은 교사의 테크놀

로지 사용에 대한 태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Albirini, 2006; Baylor &

Ritchie, 2002). 많은 학교에서 기술의 접근성이나 풍부한 기술 지원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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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같은 외부적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교실에서 디지털 기술이 효과적

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Ertmer et al., 2012).

이에 대한 원인으로 수업과 최신 기술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자로서 교사

를 주목하게 되었으며 교사의 교육 신념과 디지털 기기, 최신 기술의 적

용성을 일치시키는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교사가 어

떤 교육적 신념을 가지는가에 따라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기를 활용한 수

업의 방향도 달라진다. 구성주의적 신념을 가진 교사는 학생중심의 학습

활동에 기술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통적 교육신념을 가진 교사들

은 교사 중심의 활동에 기술을 사용한다(Overbay et al., 2010).

한편, 디지털 교육은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디

지털 테크놀로지 기기를 활용한 수학 교과의 수업을 예로 들자면, 교사

의 테크놀로지를 사용 과거 경험과 숙련도, 전문교육을 통한 수업 제공,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성, 소프트웨어, 컴퓨터실 그리고 적절한 학습지도

와 관련된 교재 구비 여부, 기술적 지원 여부, 학교 또는 동료 교사들의

지지, 교육과정과 시험에서 테크놀로지 기기 사용 여부, 교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테크놀로지 기기의 사용을 다른 수학적 능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

록 이해시키는 방법, 수학에 관한 확신과 어떻게 테크놀로지에 접목할지

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해와 같이 다양한 요소가 수업에 영향을 미쳤다

(Goose, 2005).

나. 디지털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의 성공 여부는 교실에서 테크놀로지가 어떻

게 다뤄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슨 내용으로 어떻

게 수업을 할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교사는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Alenezi, 2017). 따라서 학생들이 수업으

로 정보 통신 기술의 잠재적 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교사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Conway & Zhao, 2003).

Eteokleous(2008)에 따르면, 교사가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을 결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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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인으로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연수, 행정적 지원, 테크놀로지 활

용 수업에 긍정적인 학습 환경, 적절한 기술적 자원, 기술의 접근 가능

성, 기술 보조, 적절한 준비 시간, 교육학적 신념, 기술 지원을 위한 지속

적 예산, 교수법적 스타일, 학습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개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교사의 경험과 인식은 교사의 디지털 교육과 관련이 있다. 교사

들이 협력 학습활동을 통해서 정보통신기술의 역할을 지식을 구성하는

도구로서 인지하고, 정보통신기술과 미래 사회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교

수 학습에서 실제적 문제 해결 접근법적 지향성을 갖고 있을수록 교사들

이 더 나은 상태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을 구성하고 의미있는 교

수학습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Prestridge, 2012). 홍예윤과 임연욱(2012)

는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교사들 자신의 능력을 키우

는데 도움을 주었고, 테크놀로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더 뛰어난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에 더욱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대부분의 교사들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의 중요성에 공감

하며 전반적으로 그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철현,

온정덕, 2017). 전수진과 한선관(2012)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은 최신 기술

을 활용한 교육이 중요하며 최신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최신 IT의 교육적 활용 의지 및 최신 기술에

대한 연수에 대한 의욕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가 디지털 기기 활용 수업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교

사의 수업 실행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

는 SW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직무 및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분석에서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가 수행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는 교사들이 SW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직무 및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있지만 수업에서 SW교육 실행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여 인식과 실행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중요도 인식의 차이는 관찰되

지 않았지만 수행도 측면에서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 18 -

게 높게 나타났으며 연수경험과 강의 수행 경험이 많을수록 수행도가 높

았다. 이는 교사들의 수업 실행에 연수경험과 강의 수행 경험이 영향을

미치며 적극적인 수업 실행을 위해 교사들의 연수경험과 강의 경험을 가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한성, 전수진,

2019).

또한 모든 교사들이 디지털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철현과 온정덕(2017)에 따르면 교사들의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을 실천하려는 의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을 지원할 물적 인프라에 대해 불만족스럽기 때

문이었다. 덧붙여서, 소프트웨어 교육 영역에서 현재 교사들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의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방법, 자료 개발 방법

등의 내용을 잘 모르며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들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대한 이

해, 성취기준 적합한 교육 자료 개발과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인지가 낮

은 것이다. 김갑수(2016)는 교사의 전문성 정도에 따라서 초등학교 모든

교사가 교사 연수를 통하여 성취기준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평

가 방법, 지도 방법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학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테크놀로지에 대한 교사

개인의 태도와 확신이 아주 강하다면, 부정적인 잠재적 제약과 방해요인

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의 배우고자 하

는 확고한 의지와 더불어 수학 학습에 있어서 테크놀로지의 가치에 대한

강한 확신은 테크놀로지의 효율적 활용에 결정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홍예윤, 임연욱, 2012). 종합하자면 교사들이 디지털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도록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다. 교사의 디지털 교육 실행의 어려움

교실에서 디지털 교육의 실천에 대한 교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다. Yim과 Cho(2016)에 따르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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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실행할 때, 예비 교사들의 행동은 의도와 신념에 따라 달라지며

이런 의도와 신념은 교사의 태도, 주관적인 규범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교육도 새롭게 도입되는 교육으로 교사들의 의

도와 신념에 따라 실천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Schiller(2003)에 따르면

교육 수준, 나이, 성별, 교육적 경험, 교육적 목적을 위한 컴퓨터 사용 경

험과 컴퓨터에 대한 태도와 같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테크놀로지의 채택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Jones(2004)는 ICT 활용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7

가지 방해요인으로 ICT 통합에 대한 교사들의 자신감 결핍, 낮은 자원

접근성, 통합수업 시간 부족, 기술적 문제로 효과적인 트레이닝 부족, 수

업 준비하는 동안 개인적 접근성의 부족, 교사들의 나이와 교수 경험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Kumar와 동료들(2008)은 태도, 동기, 성별, 나이와

컴퓨터 관련 연수 여부가 교사들의 실제적 컴퓨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교육적 신념이 ICT 사용에 영향을 주

기도 한다(Sang et al., 2009; Zhao & Cziko, 2001).

이런 영향들로 인해 교사들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rtmer(1999)는 교사들의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

을 방해하는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교사의 외적인

측면 다른 하나는 교사의 내적인 측면이다. 교사의 외적인 측면으로는

자원, 연수, 교사에 대한 지원 등이 있으며 내적인 측면으로는 교사의 태

도와 신념, 지식과 기능이 있다. Hew와 Brush(2007)는 문헌 연구를 통

해 외적 요소 중 ‘자원’이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을 방해하는 주된 공통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그 예로 한정된 하드웨어, 접근 가능성, 부족한 기

기 지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성능을 갖춘 기자재 및 교구와 같이 풍부한 자원을 공급

하는 것이 디지털 교육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교사들은 기술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제공받으면서도 정보통신기술을 교실에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Raman과 Yamat(2014)에 따르면 교사들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

기 활용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많은 양의 업무량, 부족한 시간, 교수 경

험과 연령 그리고 부족한 ICT 능력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교사들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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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교육을 위해서는 충분한 연수, 동기부여 및 격려, 유연한 시간과 교

사들의 과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프로그래밍을 통한 문제 해결 교육의 경우 교사가 먼저 프로

그래밍 교육에 대한 충분한 선행 지식과 교수법 전략을 구비해야 한다.

그런데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교과를 가르치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생

활 지도와 교과 업무, 행정 업무에 더불어 프로그래밍 교육까지 요구하

는 것은 오히려 교사들이 프로그래밍 교육을 외면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윤노아 외 4인, 2016). 이러한 성향은 정부 주도로 초등학교에 ICT

활용 수업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교사의 부정

적 인식이나 거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유평준(2010)의 연구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

이에 교사의 내적 요소가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

로 인식되고 있다(Ertmer et al., 2012). 역사적으로 외적 방해요소가 교

사들의 테크놀로지 통합 수업에 대한 노력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였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

히 외적 요소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을 방해하는 큰 요소로 작용하

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테크놀로지의 교수적 가치에 대한 교사의 강

력한 신념도 극복해야할 장애물이다.

교사들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어도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의 신념과 실천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의 교사들은 테크놀로지를 단지 교수 자료를 설계하는 데 사용하거나

(Hermans et al., 2008)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데 그치며 테

크놀로지를 교수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Gorder, 2008). 즉,

일부 교사들만이 테크놀로지를 학습 도구로 활용하거나(Van Braak et

al., 2004) 학생들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CARDET,

2009). 이런 현상은 교사들에게 디지털 교육에 대한 경험이 성공적이지

못했거나 디지털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와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

문에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Cuban, 1993; Ertmer, 2005;

Park & S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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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사들이 테크놀로지와 관련한 성공적 경험이 충분하였음에도

교사들이 반드시 테크놀로지를 교수에 활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

며(Chen, 2008; Palak & Walls, 2009)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수업에 활용

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한다(Hermans et al., 2008). 이러한 현상은 ICT의

교육적 활용이 학업성취도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만 가지는 것은 아닌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기 활용 수업은 오히려 주의 집중

을 분산시키거나 학습을 지연시키는 등 학습 태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피상적인 의사소통이나 오프라인 대화 기피 등 일상적 의사소통을 저해

할 수도 있고, 소외나 사회적 위축, 기술 위주의 협업으로 인한 정보격차

를 경험하게 될 수 있고, 중독이나 사이버 비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서순식, 양유정, 민경석, 박선아, 2015).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해 디지털 교육을 하는 교사들의 기기와 교수 영역에서의 전문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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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수준의 차이가 어떠

한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디지털 역량 수준 차이가 교사의 디지털 교육

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교사가 인식하는 디

지털 역량 수준 차이 해결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자료 분석방법으로 주제분석

(thematic analysis)의 접근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현상에 대한 적합한 개념들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이론적 기반이 갖

추어지지 않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Strauss & Corbin,

1998). 주제분석은 특정 인식론에 묶여있는 근거이론이나 해석학적 현상

학 분석방법 등과 다르게, 인식론적 입장에서도 자유로우면서도 체계적

이고 정형화된 분석방법이다. 이 분석방법은 주요 패턴에 대해 기술하며

중심 주제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패턴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추상적인 현상에 대해 탐구하려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전략이다

(Braun & Clarke, 2006). 현재까지 초등학교의 맥락에서 초등학생 디지

털 역량의 수준 차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인식이

디지털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현상을 탐색하는 연구가 부족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자료분석방법에 주제분석 방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기반으로 초등학교 선생님 열 네

명을 심층 면담하고 면담 결과를 기술하고 기술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

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사들이 초

등학생의 디지털 역량의 양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초등학생의 디

지털 역량이 교사의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초등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해결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현장에

서 수집된 면담 내용 데이터를 녹음하고 전사하여 주제분석을 통해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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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출하고 주제를 식별하여 주제 패턴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Braun

& Clarke, 2006). 이를 통해 발견되는 여러 교사들의 인식을 다각도로

탐색하여 현장의 맥락을 드러내고, 교사들의 이해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

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진행 절차는 [그림Ⅲ-1]과 같

다.

연구절차 연구 활동

문헌 고찰

� 디지털 역량, 디지털 교육에 관한 선행 문헌 고찰

� 면담 질문 구성 및 타당성 확인

� 참여자 선정 기준 마련

↓

자료 수집

�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의 과정 진행

� 연구동의서 작성

� 개별 심층면담 실시 및 면담 녹음 : 디지털 교육에 관심이 있

으며 경험이 있는 교사 14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녹

음 후 녹취록 작성

� 연구자 메모 및 기타 참고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및

해석

� 면담 내용 전사

� 자료와 친숙해지기

� 초기 코드 생성하기

� 주제 찾기 및 주제 검토하기

� 주제 정의 및 이름붙이기

↓

연구 결과

도출

� 디지털 역량의 수준 차이의 양상 탐색

� 디지털 역량의 수준 차이가 교사의 디지털 교육에 미치는 영

향 탐색

� 디지털 역량의 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한 해결방안 탐색

[그림 Ⅲ-1] 연구 절차별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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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참여자

가.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디지털 역량 수준의 양상’과, 학생의 디

지털 역량이 ‘디지털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등교사들이 어떠한

이해를 지니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함이다. 질적 연구의 방법에서는 연구

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가 풍부한 사례’(Patton, 1980)를 의도적인 과정

을 통해 선정한다.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심층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풍부한 경험이 이론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연구 참여자들이 가진 경험의

특성이 포착될 수 있는지 충분한 고민의 과정 끝에 대상자를 표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선정하였다. 먼저, ‘디지털 역

량’과 ‘디지털 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수강한 경험이 있거나 관심있게 깊이 경험한 초등학교 교사 중에

서 자기 생각과 경험을 잘 표현할 능력이 있으며, 연구자와 그 경험을

나눌 마음이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서울과 경기권

지역에 소재한 컴퓨팅교육연구 교사모임으로부터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

에 맞는 주 정보제공자 1인을 추천받는 식으로 의도 표출한 후, 눈덩이

표출방법을 활용하여 주 정보제공자로부터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에 맞

는, 디지털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주변 지인 교사에게 전화로 연

락을 취하여 추천을 받았다. 모집된 연구 참여자에게는 개별 연락을 하

여 본 연구의 목적, 진행 기간, 진행 과정, 비밀보장 및 참여의 이점 등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동의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교사

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열네 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다양한 사건을 탐색하기 위해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

에서 연관적이고 다양한 표본추출(relational and variational sampling)으

로 서울과 경기지역 중심의 디지털 교육 실천 방법이 다양한 교사들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예컨대, 디지털 교육에 관심이 있으며 디지털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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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본 적이 있고 이와 관련된 연수를 30시간 이상 수강하였거나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거나 학교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선

정하였다. 또한 조건에 부합하는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서울 및 경기권 소재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에서는 주제를 도출하기에 적절하며 이론적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면접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조흥식 외 역,

2005). 본 연구에서는 열네 번째 연구 참여자를 면담할 때부터 다른 연

구자의 면담 자료에서 나왔던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며 새

로운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이에 면담을 종료하고 검토를 시작하였다

(Glaser & Strauss, 1967).

나.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자의 자료 분석에 포함된 14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은 다음

<표 Ⅲ-1>과 같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의 범위는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 후 검토한 내용에 한하여 제시하였다. 면담을 실행하기

앞서 연구 참여자들이 평소 어떤 디지털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지 물어보

았으며 디지털 교육의 의미를 설명하여 본인의 평소 수업 실천과 부합하

는 경우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학생

중심의 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로 횟수와 정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 컴퓨터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다

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주 2회 이상 실천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8명, 남성이 6명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 1명, 30

대 12명, 40대 1명이며, 교사로의 재직기간은 평균 7.6년의 교직 경력을

갖고 있으며 3년부터 15년까지 분포하고 있어 교직 생활에 적응한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디지털 교육 관련 경험으로는 관련 교사 연구

회 참여, 교내 업무 담당, 디지털 교육 연수 수강 및 강사로 참여, 디지

털 교육 관련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유튜브 운영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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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교사
성별 연령대

재직

기간

학교

지역
디지털 교육 관련 경력

A 여 30대 초반 7년 경기

- 디지털 교육 관련 교사 연구회

참여

- 교육공학 석사 졸업

B 남 30대 초반 7년 서울

- 디지털 교육 관련 교사 연구회

참여

- 관련 연수 수강 및 강의 진행

- 교육공학 석사 졸업

C 여 30대 초반 7년 서울
- 디지털 교육 연수 참여

- 교육공학 석사 졸업

D 남 30대 중반 9년 경기
- 디지털 교육 관련 연수 참여

- 디지털 교육 관련 유튜브 운영

E 여 20대 후반 3년 서울
- 디지털 교육 관련 연구회 참여

-디지털 교육 관련 교사 연수 진행

F 여 30대 초반 7년 서울
- 대학교 컴퓨터교육 전공

- 교육공학 석사과정 재학

G 여 40대 중반 15년 서울
- 디지털 교육 관련 연구회 참여

- 교내 정보과학부장 담당

H 여 30대 중반 9년 서울
- 디지털 교육 연수 수강

- 교육공학 대학원 졸업

I 남 30대 초반 5년 충남

- 디지털 교육 관련 연구회 다수

참여

- 교내 디지털 교과서 업무 담당자

- 교육공학 석사과정 재학

J 남 30대 후반 10년 경기
- 교내 디지털 교과서, 소프트웨어

교육 업무 담당자

K 남 30대 중반 9년 경기
- 디지털 교육 관련 유튜브 운영

- 교육공학 석사 졸업

L 여 30대 초반 5년 경기
- 디지털 교육 연수 참여

- 교육공학 석사과정 재학

M 남 30대 중반 8년 서울
- 디지털 교육 연수 강의 진행

- 과학교육 박사과정 재학

N 여 30대 초반 6년 경기
- 영재교육 강사활동

- 디지털 교육 연수 참여

<표 Ⅲ-1> 연구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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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기본적인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 참여자와의 심

층 면담이었다. 심층 면담은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로 어떤 현상을 양적

으로 측정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나 현상이 만들어지는 개

인적, 사회적 맥락을 풍부하게 이해하기에 유용하다(Denzin & Lincoln,

2011). 주로 선생님들의 평소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에 대한 내용을 중심

으로 면담이 이루어졌으므로 본 연구에는 질적 연구 방법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면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연

구의 목적 및 개요, 연구를 통해 얻는 이익, 비밀보장 및 사생활 보호,

언제든 자발적으로 연구를 참여를 그만둘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

여동의서를 받았다. 면담 내용은 녹음하였고, 녹음자료를 전사하여 교사

의 인식을 이해하는 질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면담은 서울대학교 연구심의위원회의 최종승인(IRB No. 1908/002-023)

이후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4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

에 준비한 면담지를 활용하여 반구조화된 형태로 자유롭게 문답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구

조화되고 조직화된 질문을 한 다음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여 더 깊게 면담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김영천,

2013).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의 집

또는 학교 근처나 학교의 교실에서 실시하였다. 1회 면담을 기본으로 하

였으며, 분석과정에서 발생한 궁금한 내용은 메일을 통한 서면 답변이나

전화로 확인하였다. 각 연구 참여자의 기본 면담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

시간 반 사이로 이루어졌다.

면담의 주요 질문은 선행연구 과정에서 작성된 질문 목록을 기초로 하

였으며, 면담을 준비하며 추가로 생기는 질문 내용을 지속적으로 메모하

고 연구 방향과의 관련성을 점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하였다. 면담 과정

은 초기에는 주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다 점차 구체적인 질문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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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탐색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학생들의 디지

털 역량에 대한 교사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여 연구 참여자의 배경

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질문을 하였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례나 교실

상황을 떠올리며 디지털 역량이 교사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을 설

계하거나 실행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하였다. 이러한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풍부한 내용을 기술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가 현직 교사로서의 교직

경험이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이끌어 내고 발화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

는 데 도움이 되었다.

면담이 끝날 때마다, 면담 중에 느꼈던 중요한 주제를 기록하였다. 사

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문제, 면담 과정에서 생긴 문제, 면담자의 면담

자세를 성찰하고 다음 면담에서 유의할 점을 메모하였다. 또한 면담이

끝나면 연구 참여자에게도 면담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물어보고 이후

면담에 이를 해결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3. 자료의 분석

Braun과 Clarke(2006)은 주제분석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으며 연구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방법이기에 현장과 연결된

실제적인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주제분석에서 자료 분석은 자료와 친숙해지기(Familiarizing yourself

with your data), 초기 코드 생성하기(Generating initial codes), 주제 찾

기(Searching themes) 및 주제 리뷰하기(Reviewing themes), 주제 정의

및 이름 붙이기(Defining and naming themes) 방법 순으로 이루어진다

(Braun & Clarke, 2006). 연구자가 모든 면담에 참여하고 면담 과정, 성

찰 내용을 메모하고, 면담 녹음자료를 전사하며 읽었기 때문에 자료의

내용에 익숙해지기 쉽다. 이에 익숙함의 제약점을 경계하며 주제분석의

단계별 자료 분석방법을 통해 최대한 자료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려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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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료와 친숙해지기

이 단계에서는 주로 인터뷰 녹음 내용을 들으며 전사하고, 애매한 부

분은 되돌아들었다. 전사한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읽고 데이터를 읽

으며 떠오르는 초기 코드들을 포스트잇에 적어 기록하며 전체적인 데이

터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면담할 때마다 작성되었

던 면담 노트를 참고하며 면담 내용을 Microsoft Word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전사하였다. 전사된 내용은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발화자 단위로 전사 내용을 분절하였다. 하나의 발화에 안에서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도 분절하였다. 전사된 내용은 MS word로 총 180페이지

분량이 나왔다.

나. 초기 코드 생성하기

체계적인 방법으로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

에서 코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를 들어 “현장학습으로도 많

이 가고 가족끼리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노출도가 더 높아서 저

번 학교랑은 역량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라고 면담한 내용에서

“가정 환경 차이”, “지역 차이”, 그리고 “개인 경험 차이”라는 코드를 생

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전사된 내용을 분석하였을 때 최종적으

로 개의 118개의 코드가 생성되었다.

다. 주제 찾기 및 주제 검토하기

생성된 코드를 비교 및 대조하여 생성된 코드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주제를 찾는 단계다. 코드간의 연관성이 있어 중복되어 코딩된 것

은 없는지, 같은 코드로 분류되었지만 별개의 내용이 있는 경우 등을 고

려하여 코드들을 대표하고 설명할 수 있는 주제들을 생성한다. 이 과정

에서 총 1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의 신뢰도를 위하여 동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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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조언을 얻는 동료 보고법(Peer-debriefing)을 사용하여, 주제를

도출할 때 연구자의 편견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응답자 타당화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참여

자들에게 도출된 주제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면담 종료 후, 연구 참여자

들에게 연락을 하여 온라인으로 전사된 내용과 도출된 주제를 함께 제시

하여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일정 기간에 걸쳐 연구 참여자로부

터 연구자료에 대한 피드백 내용을 회신하여 타당화를 받았다. 연구 참

여자들은 자신이 의도한 면담 내용이 전사에 잘 드러났으며 도출된 주제

에 반영되어있다고 응답하였다.

라. 주제 정의 및 이름붙이기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과 그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 해결방안이다. 이 연구문제에 대

한 답을 얻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개의 13개의 주요 주제들

(major themes)들이 도출되었다. 초등학생 디지털 역량의 양상에 5개,

교사의 수업 설계와 실행에 미치는 영향에 5개, 학생의 디지털 역량 향

상을 위한 전략의 필요성에 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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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연구결과 주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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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수준의 차이가 어떠

한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디지털 역량 수준 차이가 교사의 디지털 교육

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1. 초등학생 디지털 역량의 양상

가. 디지털 교육 경험에 따른 차이

1)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경험으로 인한 차이

초등학교 교사에게 학생의 디지털 역량의 양상이 어떤지 물어보았을

때 공통으로 대답한 내용은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수준 간에 차이가 존

재한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학생 간 디지털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을 받는 데에 있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교 일과 시간에 진행되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곳에서 디지털 교육을 경험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예컨대,

학생 동아리, 방과 후 수업, 영재교육, 지역 사회에서 시행하는 교육, 컴

퓨터 학원 등이 있다. 학생들의 교육 경험의 차이가 생기는 지점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이었다.

그리고 요즘 애들이 코딩수업 많이 들어서. 방과 후나 컴퓨터 학원 다

니는 애들은 그런 데서 해서 잘해요.(교사 H)

네. 코딩도 학원에서. 그 다른 반에 잘한다는 애도 학원에서 해봐서 잘

하는 거고요.(교사 K)

하지만 모든 학생이 정규교육과정 외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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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방과 후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만 별도의 교육비를 내고 수강할

수 있으며, 수업 당 학생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희망

하는 모든 학생이 수강할 수 없다. 즉, 선별된 학생들 위주로 몇 명의 소

수의 학생만 수업을 듣는다. 그리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 중 관심이 생긴

학생들은 이후 전체 수업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방과 후 수업을 지속적

으로 수강하기에 디지털 교육의 경험이 점점 더 쌓이며 그렇지 않은 학

생들과의 차이를 벌린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 학년에 몰려있지 않으며

저학년에서도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기타 수업을 더 듣는다. 이러한 디

지털 교육 경험을 통해 촉발된 흥미는 지역 사회에서 시행하는 과학관이

나 도서관의 디지털 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디지털

교육 경험이 쌓이며 디지털 역량 수준이 날개 달린 듯 성장하는 학생도

있고 이러한 세계를 모르는 남겨진 아이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관심 있는 친구는 정보과학 도서관에서 아두이노나 피지컬 컴

퓨팅 도구를 활용해서 3D 프린터로 뭔가 산출물을 만들거나 그런 수업에

도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교사 A)

저학년도 방과 후에 컴퓨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애들은 매우

잘하고.(교사 F)

4학년 때부터 관심이 있는 애들이 그 방과 후 수업을 계속 밟아.(교사

G)

방과 후 컴퓨터는 많이 한 거 같고, 한 번 하면 2~3년 꾸준히 하는 거

같고, 컴퓨터 학원을 따로 다닌 건 못 들었던 거 같고, 방과 후에서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코딩 같은 건 학원에서 하는 거 같기도 하던데.(교사

N)

2) 정규교육과정 내 학습 경험으로 인한 차이

그런데 정규교육과정 외의 디지털 교육 경험과 상관없이 같은 정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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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을 이수했을지라도 전 학년도에 어떤 담임선생님을 만났는지에 따

라서도 학생 간의 디지털 학습 경험이 달라질 수도 있다. 동일한 정규교

육과정을 도입한다고 해도 교육과정은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교사에 따

라 그 모습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정된 시간 내에서만

디지털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도 있는 반면에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다

른 교과와 연계하여 디지털 교육을 실천하는 것은 오롯이 교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교실에서 정규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디지털 교육의 실천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저희 학교도 뭐 5~6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관심이 있

으면 메이커 축제, 요즘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학급별로 많이 가

더라고요. 선생님이 관심이 있으시면.(교사 C)

어떤 아이들은 전년도 선생님이 컴퓨터실을 많이 가고, 또 많이 활용하

는 숙제를 많이 내주거나. 그럼 어쩔 수 없이 느는 경우도 있던 것 같고

요.(교사 L)

컴퓨터를 많이 접해보는 정도라든가, 그동안 만났던 선생님들, 방과 후

수업 그런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작용해서. 영향을 줬을 때 뭐든

접해본 기회가 많은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데 비해 다른 아이

들은 3학년 수준에 머물러있는.(교사 L)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가 5학년을 맡았다? 그랬더니 선생님에 따라 4

학년 때 그걸 한 반이 있고, 안 한 반이 있어. 전년도에 컴퓨터실을 안

간 거야.(교사 G)

종합하자면, 어떤 담임선생님을 만났는지가 학생의 디지털 경험을 풍

부하게 만들 수도, 부족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이는

곧 학생의 디지털 역량 학습 경험과도 연결이 된다. 디지털 교육에 적극

적인 교사들은 이러한 경험 차이로 인한 학생 간 디지털 역량의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 35 -

아이들이 못하는 아이들은 금방 역량이 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접했던

시간과 투자와 모든 이런 게 시간 투자가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을 금방 따라잡으려면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2~3시간씩 하고 컴퓨터를 접해봤던 아이들이기 때문에.(교사 L)

이러한 경험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역량의 수준이 낮은 학생들

을 양산한다. 교사는 이러한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에 관한 관심이 부족

하며 충분한 디지털 교육 경험이 없었으며 가정에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노출도 부족한 학생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들은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

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에서

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히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못하는 아이들은 1년을 하더라도 로그인

하고 기본적인 것은 하는데 수준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아요.(교사 I)

그런 거. 정말 뭐라고 해야 하지 기기 자체를 다루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shift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쌍시옷 치는 법을

모르고. 뒤로 가기도 모르고. 예를 들면 애들이 '안돼요.' 해서 제가 ‘새로

고침’하라고 했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새로고침’을 모

르는구나. ‘여기에 이게 있는 게 새로고침이고 단축키는 뭐야’라고 알려주

니까 그래도 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확 던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교

사 E)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단축키에 대한 지식이 없어 수

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도 교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사도 생각보

다 낮은 학생들의 수준에 당황하였다.

나. 디지털 기기 종류에 따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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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폰 기기 사용에만 능숙한 학생들

교사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컴퓨터나 태블릿 PC보다 많이 선호한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들의 학생관찰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조작하거

나 기능을 사용하는 데에는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수월하

게 사용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보편화되면서 학생의 일상

에 필요한 기기가 되었으며 스마트폰에 있어서만큼은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이 준수하다고 생각하였다.

타자는 크게 못 하고 이런 애들은 없는 거 같고. 확실히 선호도 면에서

는 모바일 기기(스마트폰)를 더 선호하는 거 같아요. 훨씬 더. 그리고 더

능숙하게 다루고. 휴대폰으로 하는 걸 할 때는 저한테 거의 물어보는 게

없어요.(교사 B)

스마트폰 활용은 웬만한 애들이 1학년은 없지만 보통 다 가지고 있고

하는 게 많으니까 그거 활용을 더 자유로운 거 같아요. 컴퓨터보다 스마

트폰 조작을 오히려 더 편하게 느끼더라고요.(교사 C)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접할 기회가 너무 많아요. 특히나 5,

6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8명이 한 반이라고 친다면, 26명 정도는 갖

고 있어요.(교사 D)

모바일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올랐죠. 모바일만큼은, 저희 반만 해도 저

희 반에 겜돌이, 유튜브 하는 애가 있거든요. (내용이) 유치한데, 너무 유

치하지만,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좋죠. 근데 얘는 핸드폰으로 밖에 못

해요.(교사 J)

교사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크기만 다를 뿐 사용 방법이 비슷하

여 학생들이 태블릿 PC도 스마트폰처럼 능숙하게 다룰 거라 기대하였지

만 학생들은 태블릿 PC라는 기기를 조작하는 데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

였다. 또한, 학교 태블릿 PC의 안드로이드 기반 운영체제와 학생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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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가 다른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사용을 낯설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안 써봐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약간, 글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기가 아니어서 그런가 뭔가 좀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운영체제가 다르니까. 아이폰 쓰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건 iOS인데 이건

안드로이드이니까 그런 운영체제를 낯설어하는 게 있고.(교사 B)

2)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 간 역량 차이

대부분의 초등학생, 특히 고학년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이에 적응했

지만 컴퓨터를 쉽게 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컴퓨터를 사용

할 때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학생 간 역량 차이가 적고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스마트폰의 기기 특성상 조작이 쉬

운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더 자주 접하는 기기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학생 간 차이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보다 컴

퓨터를 사용한 활동을 할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편차가 더 있는 거 같아요. 스마트폰은 애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많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조작하는 게 빠른데

컴퓨터는 그것보다 편차가 있어서 집에 컴퓨터가 있고,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집에 컴퓨터가 없는 애들이 많거든요. 웬만하면 요즘에 컴퓨

터로 할 수 있는 걸 자기네 폰으로 할 수 있으니까 컴퓨터로 자료를 만

들고 그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한 애들이랑 그런

거에 노출이 안 된 애들은 스마트폰에 비해 컴퓨터가 크지 않나.(교사 C)

접하는 기기의 차이 때문인 거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본적

인 기능을 익히는 교육이 필요한 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하나

고. 두 번째는 얘네들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접한 기기가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기기 때문에 터치만 하면 실행되고, 이미지도 오래 누르

면 다운된단 말이에요. 컴퓨터는 여러 가지 단축키를 써야 할 때도 있고



- 38 -

이런 식으로 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익숙지 않은 게 아닌가. 거기

에서 활용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교사 B)

다. 지역 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

1) 지역 간 가정의 디지털 학습 환경에 따른 차이

교사는 학생의 가정환경의 차이와 디지털 교육 경험의 차이가 연결된

다고 인식하였다. 가정에 컴퓨터가 있는 경우, 학생은 일상생활에서 자연

스럽게 컴퓨터를 접할 기회가 많아진다. 또한 교사가 추가로 제시한 과

제나 수업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한 과제를 가정에서도 이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가정에서의 컴퓨터 보유의 차이는 지역의 경제적 수

준의 차이와도 연결이 됨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애들이 조사를 다 못 했잖아

요. 그럼 집에 가서 해오라고 하는데 집에 가면 컴퓨터가 없어서 못 해

요. 그럼 말문이 막혀요. 그러면 그냥 뭐 ‘다음 시간에 해’ 이러고 마는데

저는 애들이 집에 가서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컴

퓨터도 못 켜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교사 E)

방과 후에 아이들끼리 만나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여기 학교

가 약간 학군이 괜찮아서, 집에 개인 PC가 많이 보급되어 있고 인터넷이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저번 학교에서는 그게 아예

불가능했거든요.(교사 A)

이를 보면 경제적 여건이 여유가 있는 지역일수록 학생들의 디지털 역

량 수준이 고루 높거나 편차가 적고 디지털 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예컨

대, 학생들은 키보드 단축키도 알고 있으며 교사에게 단축키의 사용을

알려줄 수 있는 정도고 학생 간에도 디지털 콘텐츠 자료를 공유하는 것

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렇지 않고 학교 근처 환경의

경제적 여건이 섞여 있는 경우 학생 간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교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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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급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도구적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있지만 저

학년 수준의 도구적 능력을 갖춘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가

정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이었다.

대충 비슷했던 거 같아요. 최근에는 6학년을 두 번 해가 지고. 유튜브

도 옛날보다 더 대중화되고 그래서. 대부분 잘했던 거 같고. 관심도 많았

고. 그리고 좀 놀랐던 건 타자를 굉장히 빨리 쳐요.(교사 N)

사소한 단축키 같은 거 있잖아요. (학생들이) ‘F4 누르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영상도 엄청 많이, 어제 재밌는 영상

있었다 하면 반에 와서 막 공유를 하고 서로 구독하고 막 그런 거하고?

(교사 N)

(잘하는 아이들은) 일반적인 성인만큼은 아니지만, 웬만큼 검색하고. 켜

고 끄는 건 당연하고, 웹사이트 검색하고 자기 발표자료도 만들고. 피피

티는 배우지 않으면 잘 못 만드는 것 같았지만 한글로 뭔가 문서를 만들

고 저장하고. 동영상 만들기도 알려주면은. 기본적인 역량은 타자 쓰고

한글 만들고.(교사 L)

그런 아이들은 일단 컴퓨터가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도 컴퓨터

를 일부러 집에 두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뭔가 학업에 지장이 있을 거란

생각이 있으시고, 컴퓨터를 안 하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접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3학년 아이들처럼 켜고 끄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

을 검색까지만 되는 경우도 많고.(교사 L)

면담에 참여한 교사 중에서는 6학년을 맡은 교사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묘사하는 학생의 디지털 역량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교사는 학생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따라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접할 기회가 달라질

그것으로 생각하였다.

지역에 따른 차이도 많이 있겠죠. 학생들이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는 확

실히 컴퓨터를 접할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것이고. 농어촌으로 갈수록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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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가 없는 데도 많이 있을 거고. 같은 학교에 있어서도 그 학군에서 임

대주택에 사는 아이들, 그렇지 않은 아이들 많이 차이가 있다고들 하시더

라고요.(교사 L)

교사 N은 자신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잘하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수업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준수하게 과제를 완성

한다고 인식하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근무하는 학교 주변이 풍족

한 경제적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제가 근무했던 곳이 좀 조금 잘사는 애들이 있어서 그런지 콘텐츠개발

도 굉장히 잘했어요. 코딩교육 해서 막 약간 자료조사 하고 남는 시간 있

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엔트리 들어가서 막. 그러고, 콘텐츠개발도 잘했던

거 같아요. 좀 톡톡 튀게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아까 그

수행평가 같은 거, 한 장 만들어서 올리라고 하면. 못하는 애들 없이 다

올렸으니까.(교사 N)

2)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학부모 태도에 따른 차이

컴퓨터가 있는 가정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학

부모의 부정적 태도에 학생들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 대부분 디지털 기

기 사용의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부모로 하여금 학생이 디지털 기기와

친숙하게 지내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학부모의 컴퓨터, 스마

트폰 사용 중독에 대한 염려가 학생들을 디지털 기기로부터 멀리 떨어지

게 한다. 특히, 학생의 학업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일수록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활동은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학생의 디지털 활

동에 관여하고 통제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기와 거리를

두게 하려는 부모의 노력은 대부분의 현시대의 아이들이 디지털 네이티

브(digital native)라고 불리고 있음에도 정작 디지털 기기를 유용하게 사

용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에 그 뭐라고 해야 하지, (컴퓨터를) 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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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집에서 전혀 그런 걸 못하게 하는 분들은 정말 애

들이 이걸 만져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오히려 부모

님이 방치하는 애들이 핸드폰이나 게임을 많이 하지. 부모님이 꽉 잡고

있는 애들은 오히려 잘 못 해. 보니까 보통 애들은 그래서 못하는 거 같

고, 똑똑한 애들은 그걸 안 해도 잘하니까 하는 거 같고. 애들이 정말로

경험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교사 E)

오히려 부모님이 관리를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거일 수 있는데. 부모님

의 관심이나 관리가 철저한 아이들일수록 더 느린 경우도 많이 봤어요.

핸드폰을 못 쓰게 하고 …(중략)… 여기도 그래서 엄마가 그것에 관해 관

심이 있는. 여기 교육적 관심 되게 높은 동네거든요. 근데 이메일도 없고,

컴퓨터 자판도 잘 못 치고. 4학년 애들이 잘 못 쳐요.(교사 J)

제가 잘하진 못하지만, 코딩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집에 가서 스스

로 학습해오라고 숙제를 내줬거든요. 몇 단계까지 해오라고. 집에 가서

못 해오는 아이들은 있더라고요. 그걸 왜 해야 하냐는 학부모도 있어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교사 L)

라. 디지털 역량의 영역 간의 차이

1) 영상자료 제작 능력은 우수하나 문서자료 제작 능력은 부족함

앞서 언급하였던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디지털 역량 간 차이가 달라지

는 것처럼 디지털 역량 영역 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학생들이 잘하거

나 잘할 가능성이 있는 역량의 영역이 있지만, 더 어려워하는 영역이 있

었다. 예를 들어 영상을 제작하는 영역은 쉽게 생각하는 반면 파워포인

트 자료 제작을 위해 정보를 검색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어려워하거나 잘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를 검색하

거나 신뢰도 있는 정보를 평가하는 정보처리 영역에서는 어려워하는 것

처럼 보였다. 이는 대부분의 디지털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활동은 모바

일로 진행하고, 파워포인트 발표자료를 만드는 활동은 컴퓨터로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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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보아 앞서 발견한 기기 간의 차이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든다, 프레젠테이션하려면 파워포인트

를 쓰니까. 그럼 파워포인트 처음에 들어가는 것부터 물어보는 애들도 있

어요. 그거 어떻게 찾아서 들어가야 하냐.(교사 B)

이미지 같은 거 검색할 때도 키워드치고 구글에서 아무 이미지나 가져

오는 거죠. 근데 그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미지를 저장해서 피

피티에 넣어야 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교사 B)

아이들이 파워포인트를 익숙해하지 않더라고요. 타자도 익숙하지 않고.

저 때처럼 워드프로세서 시험이 활발하게 있는 것도 아니어서.(교사 D)

그런 거에는 익숙해져 있는데 의외로 컴퓨터와 관련된 건 되게 못하

는? (교사 H)

일단 기본적으로 주소 표시창에 네이버나 구글 검색이 안 되는 아이가

되게 많았어요.(교사 L)

생각보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잘 다루더라고요. 키네마스터라든가,

인샷.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동영상 편집도 하고, 컷 자르는 것도 하

고 자막도 넣고 그런 거를 더 자기네들이 어플을 탐구해서 스스로 그 방

법을 찾아서 하더라고요.(교사 K)

정보 검색 후 여러 종류의 정보 중에서 신뢰성이 높고 적합한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선별하고 평가한 후, 이를 저장하는 정보 처리영역에서도

많은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였다. 더 나아가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자기만

의 콘텐츠로 재구성하거나 재가공하는 데에서도 학생들의 능력이 부족하

다고 인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찾은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한

다는 저작권의식이 낮아 정보를 무분별하게 가져오기도 하였다. 정리하

자면, 전반적으로 아이들은 영상제작 활동을 좋아하고 선호하였으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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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자료 제작을 위한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데이터 선별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를 모으고 이런 능력은 전반적으로 아직 6학년 학생들한테 기대하

기 좀 어렵다는 생각을 처음에 많이 했어요. 어떤 걸 조사해오라고 하면

일단 처음에 출처를 하나도 달지 않아서 출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수업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가져온 자료에는 출처 네이버라고 적어

와서, 그 네이버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한참을 설명을 해 줘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를 지나고 나서도, 아직 학생들이 그게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인가를 판단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식인에서 긁어온다

거나.(교사 A)

(4~6학년 아이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애들이 뭘 했어요. 자료를

저장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

보세요. 옛날에 모바일이 없던 시절에 10년 전이면 USB에 저장한다든지

이메일에 저장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시스템이 아이들에게 되게

어려운 거죠.(교사 J)

그리고 검색하는 것도 보면 키워드나 검색을 찾는 소스를 공신력 있는

곳에서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

고 정보를 찾아올 때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잖아요. 그걸 학생들이 보고

이제 재구성해서 정리하는 가공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교사 K)

차이가 있죠. 몇 개 가이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피티자료를 만든다고

했을 때 줄글로 하지 말고 ‘네가 소화한 자기 말로 해서 해라.’라고 해도

안 되고 똑똑한 애들도 그런 거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줄글로 그냥 복

사해 붙이고 쓸데없는 캐릭터 같은 거 귀여운 거 자기 능력 뽐내기 위해

서 gif 움직이는 사진을 집어넣어서 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그

런 거에서부터 화면 구성이나 정보는 읽는데 그걸 소화하고 재가공하는

데에서는 차이가 있었죠. 대부분은 복사해 붙여넣기 수준이죠.(교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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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소통은 활발하나 인터넷 윤리의식은 부족함

학급 커뮤니티나 SNS를 사용하는 온라인 의사소통에는 활발하게 참여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윤리의식은 낮으며, 인터넷 사이트 사용에 기본인

e-mail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교사가 지켜보는 선에서는 학생이 네티켓을 지키며 소통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상호 간에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대

답하였다.

예를 들면 이메일만 봐도 4학년 애들이 없어요. 5~6학년도 없어요. 근

데 이메일을 안 쓰는 것이, 이메일을 카카오톡이 대체하고 그런 거니까,

안 쓰는 걸 문제라고 볼 순 없지만. 컴퓨터로 뭘 하려면 이메일이 기본적

인 경우가 많은데, 가입하든가, 자료를 보관하거나 할 때 이메일이 있어

서 보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돼서 선생님들이 저야 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지만. 선생님들이…. 만약 컴퓨터를 이용해

서 (한다면 어려워 해요).(교사 J)

저희 학교가 판교지역으로 학력 수준이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한, 한-두명? 세 명 정도만 빼고는 수업이 안 될 정

도로 이제 구글 닥스, 구글 자체를 처음 다뤄본 학생이 많아 가지고 아이

디랑 비밀번호 해서 가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원가입 자체가 안되

어있는 경우가 많았고.(교사 K)

마. 학생별 디지털 역량 성장의 차이

1) 디지털 교육 실천에 따른 역량 수준의 변화

학기 초 컴퓨터 활용에 익숙지 않았던 학생들은 꾸준한 디지털 교육으

로 역량이 높아진 것 같다고 인식하였다. 예컨대, 초기에 타자를 치는 것

이 힘들었던 학생들, 키보드에 익숙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디지털 교육을

받으면서 컴퓨터 타자 치기와 같은 기초적인 기기 사용능력 등이 개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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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아무리 학생이 디지털 교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디지털 역량 수준을 갖추지는 못해도 최소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완전히는 아닌데 확실히 물어보는 횟수도 줄어들었고요. 열린 과제를

냈을 때도 다 해결한 걸 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수준까지 왔구나.

중간수준이라는 게 주관적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수준까지는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교사 K)

이런 면을 봤을 때 확실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니까 처음에는 모르지

만 조금만 탐색을 하면 금방금방 방법을 찾는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처

음에는 부족할 수 있어도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다. 습득력 면에서는 굉장

히 높은 것 같습니다.(교사 K)

2)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인한 학생 간 성장의 차이 발생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학생일 때 디지털 역량 습득 속도에서 다

른 학생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구를 탐색하는 등, 차이를 발생시켰다. 이

런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쌓여 결국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더 높

은 성장을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교사는 기초역량이 부족했던 대다수

의 학생이 학기 말에 가서는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근데 학교에서 자주 하다 보면 비슷해지더라고요.(교사 L)

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디지털 역량이

높은 애들은 어떤 앱이 있으면 그 기능을 자기가 해보면서 자기가 학습

하기에 최적화되게 조정하는 애들이 4학년 아이들 중에서도 잘하는 애들

은 좀 있는 것 같아요.(교사 C)

확실히 좀 더 관심 있는 애들이 좋은 걸 만들더라고요. 아니면 예전에

한 번 해본 애들.(교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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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디지털 교육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고 칭찬을 받거나 과제에

성실히 임하는 학생일수록 교사가 기대했던 수준 이상의 성취도를 보이

며 다른 학생들보다 역량 수준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문제해결력, 창의성 등의 인지적인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았

다.

약간 비슷비슷했던 거 같아요. 아무래도 재미있는 게 공부를 잘한다는

애들이 그런 실력도 더 빨리 늘더라고요. 인지적인 거라서 그런지. 반대

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비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꼭 백 퍼센

트는 아니지만. 공부 못 하는데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소프트웨어 기기

활용을 잘한다 이런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있긴 하지만.…(중략)…소프트

웨어 수업을 했는데. 코딩수업을 하면 보통 학교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은

데 칭찬을 받았거나 재미를 받은 아이들은 집에서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기 끝날 때 수시로 재밌는 자기가 만든 게임이라고 들고 오는데 퀄리

티가 높아요.(교사 I)

근데 확실히 그런 애들이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니까 그 애들이 되게

똑똑해요. 학원 원장님 아들이라는데. 디지털 기기만 잘 다루는 게 아니

라 다른 영역에서도 문제해결력이 있고 창의성이 좀 있고 소위 말해 공

부도 좀 잘하고. 이런 애들이 이런 디지털 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교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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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의 수업 설계와 실행에 미치는 영향

교사는 학생의 디지털 역량 차이로 수업에 어려움을 겪지만, 학생들은

디지털 교육의 긍정적이며 적극적 교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대처

한다.

가. 수업 실천의 어려움 토로

1) 디지털 역량 수준을 고려한 수업 설계의 어려움

교사들은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먼저, 교사들은 컴퓨터를 활용하는 수업을 준비

하는 데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부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하

였다. 앞서 나온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이 스마트폰에는 익숙하

지만, 컴퓨터는 접한 기회가 적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하고

이는 컴퓨터를 켜는 것부터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만들었다.

로그인부터 해서 그럴 때가 힘들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급히 만

들어서 했던 적도 있었고 아이디를 아는 경우에는 비밀번호 초기화인가

있었나. 그런 거로 이용해서 해결하고. 그런 게 제일 귀찮더라고요. 아이

디. 적어놓으라고 해도 안 갖고 오고 매번 그거에…. 저는 이 문제를 어

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교사 E)

그래서 3월부터 한 두 달? 두 달 반? 초기 세팅만 계속했던 것 같아

요.(교사 K)

2) 학습 시간 내 수업 목표 달성의 어려움

한 차시 당 수업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교사는 기기 사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다. 교사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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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수업 내용을 모두 진행하기 어려웠다.

그런 셋업하는 자체에 시간이 너무 걸리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

에 코멘트를 까먹는다든지, 못 해준다든지 그럴 수는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같아요. 디지털이 다 그렇듯이 셋팅 자체가 시작의 반이니까.

시작의 반인데 셋팅 자체에 시간을 좀 줄이면 콘텐츠를 즐기는 데 쓸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게 역량이라면 역량이겠죠.(교사 M)

이처럼 학생 간의 디지털 역량 차이도 교사의 디지털 교육 수업 목표

를 달성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 중 하나였다. 디지털 역량 차이가 있어

수업 중 학생들의 과제 달성 속도에 차이가 생겼다. 디지털 역량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이미 교사의 과제를 끝내고 지루하듯 기다리고 있지만 디

지털 역량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아직 과제 하나도 제대로 못 끝내서 추

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역량이 낮은 학생들에게 과

제를 수행할 여유 시간을 주면 해당 수업 내에서 목표로 했던 수업 진도

를 끝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학생의 목표 수준을 고려하는 수

업 운영이 디지털 교육 시 나타나는 난점이었다.

어려운 점은,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봐 줘야 하는데 그럼 다른 학생들

이 일단 다 기다려야 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걔 거를 보러 가

주면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당장 오캠을 설치하라고 했는

데 설치할 줄도 모르는 애들은 설치하는 데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거.(교사 A)

아무래도 코딩 수업할 때인 거 같기도 하고 그런 엔트리로 작품 만들

때 예를 들어 다른 애들은 다 하고 기다려요. 근데 못하는 애들은 아예

헤매고 있어. 그럴 때 힘들고 다른 사람은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을 방치하긴 싫은데 못하는 애를 내버려 둘 수도 없으니까 또

계속 걔를 가서 보고 있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고. 이런 게 저는 되게 많

이 느꼈어요. 이게 수준 차이가 안 맞는데 그런 걸 하는 게 양쪽에 안 좋

다. 얘는 너무 빨라서 못 따라오고 얘는 재미없어하고. 근데 이걸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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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에서 불가능하잖아요. 수준에 따라 반을 나눌 것도 아니고 제가

몸을 여러 개해서 막 할 수도 없고 제가 그렇다고 세 번 나눠서 수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어려움? (교사 E)

3)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요구에 맞는 피드백 제공의 어려움

또한 교사에게 물어보는 내용도 학생마다 달라 시시각각으로 들어오는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수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힘들어했다. 교

사는 수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각기 다른 학생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고 교사

에게 큰 체력 소모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런 교사의 체력 소모는 곧 디

지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사가 지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보통 반에 그런 애들

이 3~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교사 I)

23명? 근데 각각 물어보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잘하고

어떤 애들은 잘 못 하다 보니까.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수업에서는 일괄

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 같아요. 여

기저기 가서 일일이 설명하고 피드백을 줘야 하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중략)… 18명은 다 알고 있는데 5명 때문에 이걸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4~5명 정도는 이미 로그인을 해서 구글 닥

스를 어떻게 켜야 하는지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다음에 또 2~3명은 이미

지를 넣는 거에 어려움을 겪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 포인트가 다

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한 명이

니까. 그게 힘들었죠.(교사 K)

나. 교사의 수업 의욕 향상

한편, 교사가 학생의 디지털 역량으로 인해 디지털 교육을 실천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실천하게 되는 것 중의 하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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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디지털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디지털 교육에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곧

교사의 수업 실천 의지를 불러일으키며 디지털 교육을 지속하게 되는 원

동력이 된다. 학생들이 디지털 교육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활용하기에 이는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라기보다는

디지털 교육을 일종의 조작 활동으로 본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태블릿

PC를 만지고, 컴퓨터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만지고 눌러본다는 점에서

아날로그 수업과는 다른 재미를 느끼는 것이다. 한 교사는 같은 내용의

수업을 하더라도 아날로그식의 책과 연필로 하는 수업보다 더 흥미를 느

끼고 열광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뭔가 조작하니까. 노는 거야 걔네들은. 조작하는 활동은 아이큐와 상관

없이 반응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글자 치는 거 그림 하나 넣고 그림 넣

고 그림 설명하고 나중에 색깔 꾸미고 뭔가 꾸미잖아. 그런 게 다 뭔가

조작 활동으로 느끼나 봐. 왜냐면 아직 어려운 거 막 내용편집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배우는 건. 그래서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 구별

해야 해. 1~2학년용, 3~4학년용, 5~6학년용. 확실히 구분해야 해. 그래도

걔네들도 컴퓨터는 좋아해. 조작하니까.(교사 G)

학생들이 디지털 교육에 흥미를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이 수업

에서 주체가 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하

고 그 주제에 대해 탐구하는 수업을 하였을 때 반응이 좋았으며, 자신이

만든 디지털 콘텐츠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데에서 학습의 주체로서의 책

임감을 형성하여 더 열심히 준비하였다. 디지털 교육이라는 교육방법을

선택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중심적

교육환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이 디지털 교육을 경험할수록

디지털 교육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어쨌든 교사가 하는 게 아

니고 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교사는 조력자인 거고. 아이들이 계속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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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뭔가를 하고. 그때 저희는 그때 그런 수업을 공부를 많이 했었어

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을 했을 때 제일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던 거 같아요. …(중략)… 수업시간에도 애들이 만

든 걸 보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도 이렇게 활용하는 수업이 애

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는 걸 느꼈던 거 같아요.(교사C)

일단 컴퓨터가,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이 뭐든 한글을 이용하는 걸 좋아

하는 학생들이 있을수도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보는 걸 좋아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교사 L)

다. 수준별 디지털 교육을 계획

1) 학생의 수준 진단 후 온라인 수업 전 교실 교육 실천

학생 간 차이가 디지털 교육에 미치는 어려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해 많은 교사가 수준별 교육을 계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교사

들은 전체적인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하여 교사 자신의 기대수준을 조정

하거나 여러 학습 내용 중에서 학생 수준에 적합한 수준의 학습 내용을

선정하였다. 또한, 컴퓨터실에 가기 전이나 학급 내에서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하기 전에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온라인 교육에서 유의할 점들을

충분히 주지시켰다. 예를 들어 온라인 의사소통을 하기 전에 미리 교실

에서 온라인 토론의 주의할 점을 충분히 주지시켰다.

그 전에 교육을 많이 하고, 그리고 찬반 나눠서 찬성/반대하는 쪽 해서

거기에 내 의견에 적합한 근거 자료를 찾아서 그걸 읽어보고 올려라. 애

들이 괜찮았던 거 같아요.(교사 H)

그게 토론 관련된 거여서 한 단원이 다 토론 그거였어요. 온라인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2차시 정도 예절 교육하고 주장을 할 때 어

떻게 비방이 아닌 반론을 할 것인가. 그러고 나서 이제…(교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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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준별 과제 제공

과제를 제시할 때 다양한 학생의 수준에 맞게 과제의 수준을 차별화하

여 제공한다. 기본적인 수준의 과제, 도전이 되는 수준의 과제를 2가지로

준비하여 학생에게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학생은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며

교사도 너무 쉬운 수준의 과제를 하고 학생이 남는 시간을 방치하지 않

게 하였다.

처음에는, 그 학습지를 다 만들었어요. 그 날. 학습 목표를 쓰고, 이게

수준 차이가, 왜냐면 제가 처음에는 아이들이랑 같이 블록을 이제 뭘 놔

야 하지 이렇게 하는데, 개인별로 다 이해를 했는지 몰라서. 일단 거기서

저를 따라서 해 보고 그다음에는 다시 돌아와서 학습지에 제가 블록을

옆에다가 놔두면 학생들이 거기다 손으로 써 봤어요. 그거를. 이런 식으

로 코드를 하면 된다 그런 코드를 한 번 더 다시 써 보도록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서.(교사 A)

3) 학생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수업을 계획

또한 전체적인 디지털 교육을 계획할 때, 개별학습으로 기본적인 ICT

도구 사용에 대한 교육을 한 뒤, 개별학생들의 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

하면 모둠별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한 경우, 모둠 내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

는 학생이 발생하는 것을 염려하여 사전에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의 기본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개별학습은 후에 이어

지는 모둠별 학습에서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그래서 그거 협력 학습하기 이전에 기본적 실력을 쌓잖아. 모든

학생들이 이 처음에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때, 일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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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별학습을 다 하는 거지. 기본적인 프로그램 배울 때는 개별학

습. 개별학습을 다 끝내지 않고 바로 프로젝트수업 들어가면 버스

를 타는 거야.(교사 G)

라. 모둠별 협업 수업을 계획

1) 학생 간 다양한 역량 수준을 고려한 팀 구성

수준별 학습 다음으로 교사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손꼽았던 방

법은 학생들에게 개별 과제를 제시하기보다는 모둠별로 협업을 통해 자

연스럽게 학생끼리 배우는 관계가 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교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학생들끼리 직접 과제를 해 볼 수 있

도록 조를 짜 주는 게 편차를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잘하는 애들과 못 하

는 애들의 조를 짜서 하는 거?(교사 A)

학생끼리 서로 배울 수 있는 모둠이 되기 위해서는 모둠을 어떻게 구

성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모둠 구성원의 수준이 동

일하게 낮으면 서로 배울 수 있는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 학급에 보통 모둠 개수만큼 역량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있기에 다른

학생들에게 재능을 나눠줄 수 있는 학생이 한 모둠당 최소한 한 명씩은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교사가 수준을 고려하여 모둠 구성

원을 짜주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서 짝 활동으로 구성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발표 주제가 겹치는 경우

학생의 흥미에 따라 모둠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래도 교사가 고려해서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만약 전

반적으로 다 잘한다고 하면 못하는 애들이 소수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잘하는 애들이 일부라면 팀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거

같아요.(교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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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애들이 있으면 못하는 애들만 붙여놓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까 조정을 조금씩 해주죠. 그럼 어떻게 하든 간에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아이들이 모둠에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지

도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알아서 하더라고요. 알아서 알려주고. (교사

I)

2) 학생 중심 모둠 활동으로 서로 배우는 학습 분위기 조성

그런데 모둠 활동을 하다 보면 잘하는 학생은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서 나머지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을 지원하거나 모둠 활동에서

방치될 위험이 있다. 이에 모둠원들이 고루 디지털 역량을 기르기 위해

서는 서로 역할을 순환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냥 알아서 나누라고 하는데, 항상 그런 작업 같은 것 할 때는 컴퓨터

실에서 할 시간을 따로 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하는 애들한테 보통 많이 알려주라고 하죠. 네가 자료조사를 담당하고 얘

가 좀 잘 할 수 있도록 네가 좀 지원을 해라. 그렇게 해서 두 번을 하게

해요. 걔네 둘이. 그래서 한 명이 자료조사하고 한 명이 파워포인트를 전

적으로 만들었으면 다음번에는 둘이 바꿔서 얘가 좀 만들도록, 그래서 좀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편이죠. 그러고 나서 동료평가 같은 거 해가 지고

‘잘 가르쳐줬나요?’ 이런 거 해서 으쓱 카드 몇 개 주면 열심히 하더라고

요.(교사 A)

네, 그걸 바꿔가면서 해보는, 처음에는 잘하는 애가 먼저 하고 두 번째

과제에서는 얘가 해 보고.(교사 A)

이와 같은 모둠별 학습은 그 결과를 공유하면서 또 한 번 서로에게 새

로운 배움 나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즉, 다른 모둠의 발표를 보면서 우

리 모둠의 것과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를 통해 우리 모둠에서는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간의 결과물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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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피드백을 주는 시간은 또 한 번 학급 전체에 학생 간 배우는 분위

기를 조성하고 디지털 교육에 대한 학생의 내적 동기를 증가시킨다. 그

리고 나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적 기쁨도 함께 얻는다.

아이들이 그거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서로 물어보고. 잘할 때는 그게

되었던 거 같아요. …(중략)… 자기들끼리 효과적인 기능을 넣었다거나

좋은 동영상을 잘 찾아서 왔다거나 그럼 자기들끼리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니까 그러면서 많이 배운 거 같아요. 잘 만들고 그런 거 자체에 크게

칭찬이나 피드백을 안 해준 거 같은데, 자기들끼리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

고 공유하고 그런 게 되더라고요.(교사 C)

마. 교사 또는 동료의 도움 제공

1) 교사의 모델링 제공

디지털 교육에서 학생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은 교사

가 모델링을 보여주고 시연을 하거나 사례를 제공하면서 이를 보고 질문

하는 학생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델링은 직접 보여주는

것이 어렵거나 교사가 잘 모르는 부분이 경우에는 인터넷의 유튜브 동영

상을 통해 제시해줄 수 있다.

저는 모델링.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를 보여주고. 제가 보여

주든 잘하는 애가 보여주든. 그걸 보여주고. 근데 이게 보여주는 거로는

안 되고 그걸 해봐야 해요. 그걸 본 다음에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중략)… 디지털 기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앞에서

보여주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교사 F)

아니면 유튜브 찾아서. 아 유튜브 같은 거 클래스팅에 많이 올려준 거

같아요. 그런 것들 많이 올려준 것 같아요. 방법을 모를 때는 따라 해봐

라. 애들이 그러면 그런 걸 보고는 곧잘 하더라고요. 영상 같은 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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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I)

2) 외적보상을 제공하며 학생 도우미 역할 부여

효과적으로 동료의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 교사가 자리 배치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동료 학습의 효율성도 달라진다. 학생의 수준을 섞어

서 자리 배치를 함으로써 학생은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교사에게 질

문하기 전에 먼저 옆의 동료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

을 수 있다. 동료의 도움의 횟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교사는 전체적

으로 도움을 주는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수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다. 또

한 교사는 컴퓨터실에서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별도의 자리에 배치함으

로써 좀 더 주의를 기울이기도 하였다.

일단 잘하는 애들은 그냥 혼자 만들라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소프트

웨어 교육을 들으면, 만약에 1번 과제가 쉽고 2번 과제가 어려우면 1번

과제를 설명하는 동안 그 아이들은 2번 과제를 스스로 그냥 만들고 그다

음에 1번을 제가 코드를 같이 짜 본 다음에 이제 다시 혼자 해 보라고

할 때 2번 학생들의 과제 정도를 점검하거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앞에

그 네 명을 이렇게 앉히는 편이죠, 제 앞에.(교사 A)

컴퓨터실 같은 경우에, 줄이 있어요. 여섯 줄. 그럼 한 줄에. 잘하는 애

들을 보면. 한번 딱 한 번 보면 알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팀의 선생님이야. 팀 아이들을 다 책임지고 가야 된

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반 아이들이 다 같이. 되면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교사 L)

자리 배치 외에도 교사는 학생 중 역량 수준이 높은 학생 일부를 디지

털 교육 시간에 학생 도우미로 많이 활용한다. 학생 도우미는 대부분 방

과 후 수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디지털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지정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기 주변 근처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 그리

고 교사에 따라서 학생 도우미에게 외적 보상(학급 칭찬 카드, 학급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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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다 같이 못하니까 처음부터 밟아 나간 거죠. 아이디 로그인하는 것부터

근데 똑같은 수업을 받더라도 그래도 잘하는 애가 있고 못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 수업 안에서도 갭이 있어서 조금씩 쌓이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갭이 잘하는 애들이랑 못하는 애들이랑 최대한 붙이는 방향으

로 해서 수준을 조금씩 맞춰주는 거죠. 서로서로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반 전체를 끌어올린 것 같아요. 느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교수자가 한 명이니까 협력 학습을 하지 않으면

지도를 할 수 없더라고요.(교사 I)

그냥 저는 못 하거나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아는 애한테 누

가 좀 도와줘. 걔는 빨리 잘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알려

줬던 것 같아요.(교사 F)

그렇죠. 혼자서 이렇게 한 번 해보려고 개개인 과제를 해보려고 해도.

개개인 과제할 때도 저는 옆에서 도와주라고 해요. 모든 수업이. 그렇게

하는 게 낙오되는 애가 없게끔 최대한 해주는 게 수업 모토니까. 개인으

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모둠으로 돌리고 하게 되는 거 같아요.(교

사 M)

그럴 때는 따로 뭘 준비하진 못했고 예를 들어서 그냥 그때 실시간으

로 많이 도와준 거 같아요. 뭔가 따로 준비하진 않아요. 그 자리에서 모

르는 친구가 있으면 가서 봐주고 대부분은 짝끼리 해결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가서 다시 해보고. ‘이런 건 이런 코드에 문제가 있네’ 알려

주고.(교사 E)

3) 교사의 보충자료 제공

이 외에 교사는 수업 준비 시간에 미리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보충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하기도 하거나 수업 중에 학생이 도움이 필요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였다. 보충자료는 필요한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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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해서 가져가게 할 수 있으며 학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보충자료

가 있으므로 교사가 직접 가서 도움을 주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어 교사

로 하여금 더욱 효율적인 수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학생도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니까 이제 아. 도움자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곧잘 하는 아이들은 2~3명은 있더라고요. 근

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또 그냥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아

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자료를 줘서 필요한 사람은 보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서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도움자료가 설명을

대신하니까. 그리고 도움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저에게 질

문할 수가 있고. 유용한 것 같아서 나눠줬고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대학

원에서 연구할 때, 어, 말로 할 때보다 도움자료를 줬을 때 수업이 효율

적으로 이루어졌던 경험이 있어서 올해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교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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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전략

가. 디지털 교육의 경험 제공

1) 학생에게 최대한의 디지털 교육 기회제공

교사들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에 많이 노출되고, 그러기

위한 디지털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지고 이어서 디지

털 역량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디지털

역량이 미래에는 필수적인 역량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다.

음. 많이 접해야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교사 L)

아무래도 좀 수업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무래도 일단 학생이 다뤄보

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아예 안 해보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디지

털 기기를 사용해서 과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디지털 교육

에 자신감도 같고 활용방법도 아니까요.…(중략)…그리고 학기 초보다 지

금 더 잘하는 걸 보면 일단 해보는 게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측면

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많이 하면 그만큼 더 좋아지

는 거죠.(교사 K)

노출도 많이 해야 할 거 같고, 왜냐하면 저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많이 힘들 거 같 거든요.(교사 N)

그 예로, 학생에게 경험의 장을 넓혀주기 위하여, 학생들이 디지털 기

기에 친숙해지도록 정규 교과 외의 쉬는 시간이나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노출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다. 수업시간

에만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교사가 학생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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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을 최대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보낸 것이

다. 다음은 학교 밖에서 컴퓨터를 경험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쉬는 시

간과 아침 시간을 통해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늘리려는 교사 I의 면담

내용이다.

집에서 해오라고 할 수도 없고. 숙제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출

시간을 늘리는 게 답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이나 이럴 때 활용

해서 기기 만져보라고 한 거고.…(중략)… 빈도를 올리려고 알림장, 과제

도 전부 클래스 팀에 올렸어요. 과제를, 글을 적어오는 것도 온라인으로

클래스팅으로 적어오도록.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익숙해지더

라고요. 생각만큼 수준이 늘진 않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단 훨씬 수준이

높은 상태인 거니까 못하더라도. 그래서 빈도 늘리는 게 제일 최선이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배우는 거니까 시간 투자하면 다 할 수 있는 거니

까.(교사 I)

교사의 이러한 실천은 디지털 기기를 얼마든지 수업 외의 자투리 시간

을 이용하여 학생이 디지털 기기에 친숙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는 것을 의미한다.

2)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교육 실천 강화의 필요성 환기

이처럼 디지털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는 학생들이 디지털 교육을 자주

경험할수록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

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공감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다음은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수강하

는 중에 몇몇 교사들이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하는

모습에 대한 교사 F의 면담 내용이다.

저와 같이 연수 들었던 선생님들이 뒤에서 잡담처럼 하셨던 말 중에

‘이걸 왜 해야 해 도대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런 쪽에 대한 홍보

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많이 설득당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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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직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이게 정규교과로 들어오려

면 그리고 교사들이 직접 하면서 진짜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

으면 디지털 교육을 도입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저항이(있지 않을

까). (교사 F)

교사 F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교사가 디지털 교육에 적극적

인 교사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먼

저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동기나 계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실천

하려는 교사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주지 교과와 다르게 교

사들은 학생의 디지털 역량 차이를 큰 문제로 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진짜 느끼는 게 수학도 (차이가) 많이 낫듯이 컴퓨터도 (차이가) 정말

심한데 이거에 대한 그런 게 없잖아요. 수학을 못 하는 부진아는 슬기반

이런 데 간다든지 이런 약간 그런 좀 이해…. 수학 부진아에 대한 인식은

많고 한데,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고 그냥 다 같이해 이런

분위기니까. (교사 E)

주지 교과와 같은 과목에서 학생들이 부족할 땐 기초소양을 길러주기

위해 보충수업반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만 디지털 역량의 부족은

시급한 일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이에 대한 학업적 처방이 없는 것을 안

타까워하였다. 한편,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교사 중에서는 우수한 디지털

교육 수업사례를 보며 디지털 교육의 실천 가능성을 확인하고, 인식이

변화한 경우도 있었다.

잘 쓰죠. 잘 쓰는데 근데 제가 그때 사대부중인가 거기에서 걔네를 봤

을 때, 걔네는 태블릿 이용해서 수업을 재밌게 잘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

이 그런 걸 되게 오랫동안 열심히 하신 분이긴 한데, 저는 그전까진 사실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딴짓한다든가, 집중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

각했는데 그런 걸 보니까 시기에 적절한 그런 거를 사용하면 좋겠다?

(교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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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부모와 소통하여 학교 밖 디지털 경험 확장

한편, 적극적인 교사는 교사의 인식개선에서 끝나지 않고 디지털 교육

으로 인한 컴퓨터 중독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부모를 설득하여 가정

에서의 실천을 끌어내는 것을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학부모의 우려는

교실에서 마음을 놓고 디지털 교육을 하는 데 예측할 수 없는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부모에 대한 설득을 학기 초 학부모 총

회, 개인적 면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한 것이 원활한 디지털 교육

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디지털 교육으로 인

해 학생들의 성장한 모습들을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학부모가 직접 눈으

로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여 디지털 교육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생

각하였다.

그런 우려가 컸어요, 사실. 상담 때 제가 이런 걸 전적으로 활용을 한

다고 하고, 처음에는 조별과제 같은 걸 내주면 ‘애들이 컴퓨터로만 많이

한다, 숙제 핑계 대고 게임을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학부모 총회를

하고 상담을 통해서 좀 그런 걸 공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클래스

팅에도 일단 부모님이 다 초대가 돼 있어서 아이들의 결과물을 보기 시

작한 이후로 많이 생각이 변화하신 것 같아요.…(중략)…그리고 학부모님

이 상담할 때도 항상 ‘그런 게 중요해진다. 앞으로 얘네가 이런 걸 배워

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학부모님들이 공감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도 이런 게 도대체 왜 필요하고 이런 게 앞으

로 왜 중요한지도 많이 얘기를 해주니까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한 것 같

아요.(교사 A)

아니 그냥 애의 교육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거지. 그럼 인제 4학년 때

보내준 경우에는, 학부모가 발표하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 자기 아이가

어느 수준으로 발표를 하는데 이런 자료까지 활용해서 하는구나. 프로젝

트. 어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이 컴퓨터 활용 파워포인트로 발표하는 거

야.(교사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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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 외에도 가정에서의 정서적 지원과 교사

의 수업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학교에서의 디지털 교육이 더 활발하게

실행될 수 있는 것이다.

4) 정부의 전문강사 지원으로 의무 교육 보장

많은 교사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초등학교 실과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삽입이 되어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된 뒤로, 교사들은 수업 실천

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아무래도 동학년 선생님들도 올해부터 반드시 디지털 교육을 해야 하

는 상황이 왔다 보니까. 그래서 좀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

안 해오던 것을 올해 처음 해야 하니까요.(교사 K)

이에 교사는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하길 바라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교

육 강사의 지원을 꼽았다. 지역에 따라 모든 초등학교에 소프트웨어 교

육 강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와 같은

사업이 있는 학교인 경우 강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곳도 있었다. 강

사 지원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급이든, 없는

학급이든 간에 모든 학급에서 동일하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천할 수 있

게 되었다. 전문강사 수업은 학기 중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진행하기 때

문에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

로 꼽았다. 교사들은 자신의 역량 부족으로 하기 어려운 수업을 소프트

웨어 교육 강사가 대신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반겼으며 관련 강사를

투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이 경험하는 수업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문강사 지원 외에도 집중적인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 역량이 높은 교사를 전담교사로 두는 것도 학생의

디지털 교육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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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6학년 실과 네오봇하는 게 있었어. 근데 6학년 선생님들이 못하

겠다고 강사 불러 달라고 해서 그래서 강사를 불러서 했어. 그런 것처럼

그 강사 돈 주면. 예산 주면 좋지. 예산이 있으면 강사를 사용해서 그 바

로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게 가능한 거 같아.(교사 G)

컴퓨터실은 이런 활동이 있을 때,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저희 학년은 작

년에 12시간 코딩교육 했거든요. 재구성해서 강사 불러서. 제가 (교사들

이) 최대한 힘들지 않게. 그렇게 했고.(교사 J)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많이 다루고 하려면 소프트웨어 전담교

사를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지금은 그냥 실과 내에 있

어서, 근데 교사들 간의 디지털 역량 수준이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담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교사 A)

나. 교사의 디지털 역량 함양

1) 교사의 디지털 역량 증진

앞서 디지털 역량의 차이에서 학생 간의 역량 차이로 인한 디지털 교

육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도 교사 간의 역량 차이도 함께 언급하였다.

학생 간 디지털 역량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교사 간 디지털 역량

차이도 학생의 차이만큼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역량의

부족, 차이는 교사가 디지털 교육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교사의 디지

털 역량이 있어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디지털 역

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디지털 교육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교사도

있으며 컴퓨터실에 가는 것 자체를 망설이는 교사가 많다.

근데 경기도에서, 경기도는 아예 시골 같은 경우는 좀 지원을 해 줘도,

어중된 지역에는 많이 아직 지원이 없어서. 그리고 일단 교수자가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아직 선생님들이 이런

디지털에 대해서 선생님의 연령대에 비례하거나, 연령대에 따라서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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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날 거로 생각해요. 저희 학년만 봐도 좀 나이가 많은 선생님은 이

런 엔트리를 다루거나 아니면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본인 자체가 스스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에서도 사용하는 빈도도 확실히 떨어지고, 뭔

가 그런 수업을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교사 A)

디지털 교육 실천에 소극적인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이 부족하지만, 반

면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교사들은 관심을 두고 꾸준히 자신의 디지털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다.

작년에 이제 도움자료를 고민을 했어서. 작년 연구에서. 그것 때문에

또 수월하게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예 작년에 아무것도 없이 올해

만들었으면 너무 오래 걸렸을 텐데.(교사 K)

제 생각에는 관심만 가지면 다룰 수 있는 건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잖아요.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 간의 차이가 애들 간의 차이

보다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코딩이 아니더라도 컴퓨터실을 많이

가서 많이 활용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잘 활용을 안 하셔서.(교사 K)

또한 적극적인 교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가르

칠 수 있는 학습 내용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한계로 꼽았다. 교사가 잘

알고 있거나 충분히 경험한 프로그램 위주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여 자신

이 배우지 않은 것은 시도하기 어려운 것을 수업 실천의 한계라고 보았

다.

아직 우리가 선생님들이 선생님들도 능력이 있어야지 가르쳐주는 거

잖아. 자기가 알고 있는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잖아. 프레지를

배워보려고 하는데 그걸 아직 못 배웠어. 만약에 내가 그걸 할 줄 알면

애들한테 그걸 가르칠 수 있잖아. 못 배워서 못 가르치지. 내가 아는 것

만(가르치지). 아직은 파워포인트가 대세지.(교사 G)

2) 교사 연구모임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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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교과이든 간에 교사 간 연구가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한다지만 디지털 교육은 교사들의 시행착오가 빈번히 생긴다는 점에서

특히 교사들의 연구모임이 빛을 발하게 되는 영역으로 보인다. 디지털

교육 교사 연구모임은 학교 내에서 잘하는 교사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

는데 동학년의 교사 간의 디지털 교육에 대한 뜻이 모이거나 학년 부장

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을 때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선생님들이랑 의견이 잘 모여서 같이 연구하면서 잘 되었던 거 같아요.

서로 피드백 주고.(교사 C)

아까 그 코딩 같은 수업도 동학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정보 찾을 때도 ‘수업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

런 거 공유할 때도 좋은 거 같고. 제가 수업해서 생긴 문제점을 같이 해

결하기도 하니까. 네 동학년 중요한 거 같아요.(교사 N)

교사들이 인식하는 연구모임의 장점은 수업자료 공유, 수업 중 고민

해결이었다. 이런 연구모임을 통해서 다른 반의 수업 후기를 들으며 미

리 수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고 학급 간의 성취

수준을 비슷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업자료를 공유하면서

자신이 제작한 자료를 다른 교사에게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학급

교사가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수업 준비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학생 한 명당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부족한 교육환경을 해결하

여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연구모임의 장점으로 인식하였다.

아무래도 그렇죠. 일반수업보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선생님

들끼리도 뭐 좀 그럴 때는 서로 만든 영상 공유해서 쓰기도 하고 여기서

만든 수업자료를 저희 반 참고자료로 쓰기도 하고.(교사 C)

수업하고 나면 뭔가…. 뭐라고 해야 하지 애들이 피피티를 전혀 못 만

든다는 거 메시지로 하시면 모여서 그때 어느 정도까지 피피티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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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기초적인 교육에 더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수준이

좀 괜찮은 반은 먼저 나가고 그렇지 않은 반은 조금 더 컴퓨터 활용에

대한 걸 먼저하고 그다음에 사회 교과랑 통합해서 할 것인지.(교사 H)

예를 들어 아이들은 30명인데 햄스터 로봇은 15개밖에 없을 때. 그런

것도 논의했었고. SW 교육이 들어온다고 했지만, 작년에 아직 안 들어왔

을 때 ‘그럼 우리도 창체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해볼까?’ 그런 것도 얘기

했었고. (교사 N)

3) 실제적 내용의 참여형 교사 연수 진행

교사의 역량을 증진하는 방법 중 교사 개인의 역량을 증진하는 실질적

인 방법으로 교사 연수를 언급하였다. 교사 연수를 통해 디지털 교육을

잘 모르는 교사에게 디지털 역량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 연수

중에서도 교육청에 가서 받는 연수보다는 교사가 있는 학교로 강사가 직

접 찾아오는 연수가 접근성이 높아 더 참여하기 쉽다는 점에서 더 효과

적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이론적인 내용 위주의 연수보다는 바로 수업

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 중심의 체험형 연수가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 연수도 시켜야 하는 거 같아요. 제가 스크래치 배우고 왔을 때

‘스크래치는 뭐야 ?’이랬는데 그게 5, 6년 있다가 교과서에 들어왔으니까

나이가 있는 어르신은 잘 못 하시더라고요. ‘난 잘 못 하니까 자기가 와

서 해줘’ 이러더라고요. 교사 연수가 필요한 거 같아요.(교사 N)

학교연수에서 교사들 불러서 연수하잖아요?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교육청연수보다는 학교에서 불렀을 때는 그래도 이제 약간 듣기

쉽지 않았나. 다른 학교 선생님 중에서 스마트교육 잘하는 사람이다. 이

런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사람들을 모셔오니까 이름난 강사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working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학교에 오는 연수는 일반적으로 다 듣게 되니까. 교육청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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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렇지 않잖아요. 몇 명만 가거나 그러니까.(교사 I)

직접 해보는 거. 강사 한 명이 와서 소개하는 식이면 요즘에는 아예 컴

퓨터실에서 연수를 시작하시더라고요. 회원 가입해보시고. 이런 거. 직접

실습해보는 게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교사 N)

교사 연수의 다른 장점은 연수를 통해서 강사가 일방적으로 교사에게

가르치는 것 외에도 강사와 참여자가 서로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교사 연수를 통해 연

수 참여자가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받기보다는 연수 강사도 참여자로부

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수업의 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교

사 M이 자신이 진행했던 연수에서 이런 점이 유용하였음을 언급한 내용

이다.

제가 구글 가지고 연수를 했는데 거기 한 분이 오셔서 이거 애들이랑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입 안 하고 내

걸로 해보겠다. 해서 그분이 아이디어 내셔서 되던데 30명 동시에 접속해

도 되던데? 막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게 되었죠.(교사 M)

그리고 연수를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기존에 잘 아는 교사와 이를 처음 접하는 그렇지

않은 교사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하나의 해결방법으로 생각하였다. 다음은 학교에서 디지털 교육 관련

교사 연수를 들은 교사 F의 면담 내용으로 자신이 자주 쓰던 프로그램

이 연수내용으로 나와 반가워하였다.

오셔서 code.org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프로그램 되

게 쓰는데 다른 선생님들에게 홍보가 되니까 좋더라고요. 진짜 쓰실지 안

쓰실지 모르지만 그런 게 괜찮은 거 같고. 뭐 그리고 진짜 아무래도 젊은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좀. 저는 컴퓨터 교육과에서 체험을 해봤으니까 나

이 드신 선생님보다는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런 거를 연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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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을 안 해봐서 차이가 나는 거면 체험해본 선생님이랑 안 해본 선생

님이랑 만나서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용했고 멘토 멘티처럼 하는 것도 꽤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교사 F)

4) 디지털 교육의 매뉴얼 및 수업사례 제공

앞서 언급하였던 실질적인 연수와 이어서 교사들은 디지털 교육 경험

상 다양한 디지털 교육 수업사례를 제공 받은 것이 디지털 교육 수업 구

상을 수월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풍부

한 자료를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수업사례를 나누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디지털 기기를 수업한 사례 같은 것도 배포를 많이 해준다거나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교사 C)

디지털 기기든 뭐든 활용해서 어떻게 애들을 교육할 것인가 사례공유

가 필요한 거 같고. 그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교사 H)

다양한 기기와 여러 교과에 적용된 수업사례는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새로운 기기를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육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 일으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

다.

매뉴얼 같은 걸 주면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건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글 닥스라던가 아니면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던가 아니면 도움자료의 예시라든가. …(중략)… 그래서

일단 교육청에서 다양하게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구글을 사용

할 수 있다, 핸드폰으로 UCC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안내를 해주면은

좋을 거 같아요.(교사 K)

교사 연수와 수업 사례집 외에도 교사들은 실제 디지털 교육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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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참관하면서 통해 수업 아이디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학급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수업주제를 영재학급에서 시도하는 것

을 보며 자연스레 새로운 주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학급을 참관했던 교사 N은 수업 참관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학습

주제 중 일반학급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로 이

어졌다고 말하였다.

음.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영재학급이 있어서 다른 외부 강사님이 와서

수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 보시고 ‘저 수업 뭐였냐’ 이런 것도 있었

고. 아니면 학교 전체 SW 연수할 때 소개해줄 때 저거 좀 괜찮겠다. 그

런 것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영재 학급에서 수업했을 때 이건 일반

아이들이랑 해도 좋겠다 싶은 것도 있었고.(교사 N)

다. 디지털 교육 실천 환경을 조성

1) 학생에게 디지털 기기 제공, 학교에는 무선 인터넷 환경 조성

그다음으로 교사들이 디지털 교육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손꼽았

던 것은 수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을 시도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학교에 디지털 기기가 갖춰

져 있지 않아 불가능한 환경에 새로운 시도를 못 하게 되는 것이었다.

특히 태블릿 PC가 있어도 와이파이 환경이 되어있지 않아 교사가 자신

의 데이터를 쓰거나 학생에게 데이터를 쓰게 해야 수업을 진행할 수 있

기도 하였다.

저는 좀 일단 설비들을 학교마다 다 갖춰야 할 거 같아요. 재정적인 문

제라 그렇게 할 순 없지만. 근데 뭔가 교사가 이런 걸 자기 사비로 한 반

치를 다 구입할 수 없으니까. 저희 학교는 태블릿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

다 쓰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는 정말 이 수업에 효과적이고 애들이

접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있어도 그걸 교사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

으니까. 그건 더 큰 문제인 거 같아요.(교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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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측면에서 이런 지원이 많이 되면 일단 좋을 거 같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관심이 있어도 이런 게

어렵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스마트폰 가지

고 VR 콘텐츠 같은 거 카드보드 같은 거 만들고 VR 활용해서 보는 수

업을 했는데 와이 파이가 안 되는 학교다 보니까 제가 다 핫스팟 켜서

힘들게 수업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싶어도 좀 상황상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인프라

를 구축하는 것도 좋을 거 같고.(교사 C)

일단은 와이파이만 좀 구축이 돼도. 왜냐면 선생님들이 스마트폰 사용

에는 좀 다 능숙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자료를 찾거나, 클래스팅은 앱으로

뭔가를 올리라고 정도는 다들 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

닐까 생각을 하고.(교사 A)

수업에서 그걸 많이 활용하게끔 하고 교실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있잖아요. 와이파이 문제라든가.(교사 C)

불편한 점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서는 이런 기기를 더 쓰면 좋

겠다. 이런 고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앱 활용해서 퀴즈 만드는 거 되게

간단한 거 해볼 수 있는데 기자재가 일단 없으니까 시도를 못 해보는

것?(교사 H)

교사가 사적으로 인터넷 데이터를 연결하지 않으면 교내에 태블릿 PC

가 몇 대가 있든 수업에서 유용성이 떨어지며 고가의 무거운 기기로만

남는 것이다. 또한 학교 안에 무선 인터넷 환경이 설치되어 있어도 특수

한 몇몇 교실에만 설치가 되어있어 일반학급의 담임 교사가 사용하려면

특수 교실을 이용해야만 가능했다. 그리고 이러한 교실 간 이동은 학생

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귀찮음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끌고 가야 하고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만약 저희 교실에 (AP가) 있었

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했을 거예요.(교사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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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실을 중심으로 AP를 구축했거든요. 교실은 AP가 안돼요. 4개밖에

안 해줘서. 과학실 2개, 다목적실, 도서실 딱 네 군데라서 특수 교실에만

있어서 저희 교실에서 안 되니까 갖고 나가는 게 귀찮아서. 이건 사실 선

생님의 관심, 노력을 떠나서 인프라의 문제점. 인프라가 안 되어있기 때

문에 제가 하고 싶어도 귀찮아서 안 해요. 옮겨 다녀야 해서.(교사 J)

2)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기기를 관리할 인력을 지원

정부에서 기기를 제공해주는 것 외에도 교사들은 디지털 교육의 학습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지속해서 기기를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였다. 디지

털 교육을 위한 학습 환경의 세팅과 뒷정리와 같은 것만 해주어도 교사

가 디지털 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였다. 교사는 학

교는 일회성으로 기기를 확충하는 것으로는 디지털 교육을 자주 실천하

기는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야. 와서 컴퓨터실도 이 컴퓨터 다 무슨 프로그램

하면 좋을지 다 세팅해 놓고. 앱을 해놓고 시간이 40분밖에 안 되잖아.

미래창의교실 두 시간 배정해놨지만, 그거 다 해놓고 정리하고 할 수 있

는 선생님도 있지만, 너무 부담스럽잖아. 딱 해놓고 애들하고 가면 뒤에

뒷정리해주고.(교사 G)

그리고 관리도 좀 필요한 거 같은 게, 여름에 패드가 장 안에 있었더니

배터리가 다 부풀어서 터질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께 말씀드렸더

니 수리 맡겼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소모재다보니 계속 관리가 필요

한데(교사 E)

학교의 모든 기자재가 그렇듯이 디지털 기기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

지 않으면 그 사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기의 장기적인 사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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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교육의 교육과정 도입

적극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은 디지털 교육에 소극적이

었던 교사들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정보화 교육이 의무 교육으로 들어

오자 교사 역량과 관계없이 자의든 타의든 교육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말

하였다.

선생님이 어느 정도 하느냐. 근데 요즘 교과서에 ‘한글’로 내용 정리하

기 하고 교육과정에 나와 있잖아. 그게 없을 때랑 있을 때가 차이가 있어

그걸 수업하려고 컴퓨터실에 가는 거야. 지금 국어인가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한 단원인가? 그 단원이 있는 때는 그걸 해야 하니까 가는 거야.

(교사 G)

사실 올해도 코딩교육이 들어와서 컴퓨터실을 사용한 거지, 교육과정에

없었으면 아예 안 했을 거거든요.(교사 K)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개별적으로 경험을 쌓는 데에는 학생별로 한계

가 있으므로 모든 학생이 고르게 교육받기 위해서 디지털 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최소한 공교육에서라도 디

지털 교육을 받아야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저는 일단 공교육을 받는 애들이 대다수니까, 공교육 내에서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 해야 할 거 같아요. 그걸 개별적으로 배우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기초적인 것들이 더 필요한 거 같아요. 컴퓨터 활용능력을 포함해서

코딩같은 것도 그렇고, 앞으로 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능력이 애들에게 필요한데, 성인이 돼서 배우고 그

런 건 너무 늦다고 생각해요.(교사 H)

현재는 디지털 교육을 정해진 시수 내에서 실천하기에는 배정된 시수



- 74 -

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방안으로서 디지털

교육을 하나의 과목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현

교육과정에서는 컴퓨터와 관련된 독립된 과목이 없어 디지털 기기를 사

용할 수 있는 다른 교과수업 주제와 연계하여 디지털 교육 시간을 확보

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컴퓨터라는 과목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

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라는 교육내용을 추출해서 하나의 교과로 만들어

서 진짜 기초부터 가르쳐도 괜찮을 거 같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학원

방과 후 부모님 가끔 할 때 선생님 이렇게밖에 지금 안 가르쳐지고 있잖

아요. 그럼 이걸 못 받는 애들은 아예 못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방과 후

도 돈 내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를 애들이 다 해야 하는데 그걸 애

들이 다하는 방법은 아예 과목화해서 가르치는 거죠. 피피티 만드는 방

법. 인터넷 검색방법. 그래서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추출함 등 정말

세세하게 알려주면 애들도 어? 나는 이거 배웠어 딱 보고 바로 할 줄 알

고 이게 정말 점점 필요성이 부각 되는 거 같아요.(교사 E)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당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일단 그 시간에 가서 뭔

가 컴퓨터랑 할 수 있는 교과랑 연계해서 재구성해서 했던 거 같아요. 사

회나 과학이나 국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조사할 수 있는 주제가 있는

교과랑 연계해서.(교사 A)

기본교육과정 내에서는 굳이 이걸 안 써도 되는 교육이 많잖아요. 따로

실과에 소프트웨어 교육에 들어있는 거 말고 일반교과에서도 이걸 충분

히 이용할 수 있는데 기본교육과정에는 많이 배제되어 있고 관심 있는

교사가 이걸 연구해서 만들어야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열정 있는 교사만

하게 되잖아요. 교육과정 구성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넣어

준다든지 교과별로 활용사례를 교육청 차원에서 준다면 너무 좋겠죠.(교

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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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교사의 학생의 디지털 역량의 차이와 학생의 디지털 역량의

차이가 교사의 디지털 교육의 수업 설계, 실행을 탐색하고 학생의 디지

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디

지털 역량과 디지털 교육에 대한 선행 문헌을 고찰하여 면담질문지를 구

성하고 참여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들은 연구 동의서를 작성한 뒤 면담에 응하였으며 개별 심층 면담을 시

행하고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총 열네 명의 연구 참여자가 면담에 응

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연구자의 메모를 참고하여 녹취 후 전사되었다.

학생의 디지털 역량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 경험에 따라 역량 간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디지털 기기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역량 영역별로 수준 차

이가 존재하며 디지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의 역량 수준이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는 학생의 디지털 교육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지만 여러 학생의 디지털 역량 수준을 고려하면서 수업

설계와 실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이에 수준별 교육, 모

둠별 협업, 교사 또는 동료를 통한 도움을 제공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실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수업을 어렵게 하는 학생의 디지털 역

량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이 디지털 교육을 통하여 디지털 기기를 자주

경험하게 하고 디지털 교육 실천을 위한 교사의 디지털 역량을 길러야

하며 디지털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학생의 디지털 역량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디지털 역량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해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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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교사는 학생 간에 디지털 역량의 수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

였으며 그 차이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학생의 디지털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학생의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경험과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ICT 관련 자기효능감을 설명할 수 있었다

(Hatlevik et al., 2018). Hatlevik과 Christophersen(2013)은 학생의 디지

털 역량을 분석하였고 학교 내, 그리고 학교 간에 차이가 있으며 학생별

로 숙달한 테크놀로지가 달라 디지털 역량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는 학생의 디지털 역량 차이

가 개인적 디지털 기기 사용 경험에 따라 발생한다는 교사의 인식과 일

치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는 방과 후 수업, 사교육의 경험이 있는 학생일

수록 자신감을 보이고 수업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가정에 컴퓨터가 없는 경우 학생이 방과 후에 컴퓨터로 과제를 수

행하지 못하며 과제에 의욕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디지털 역량에서 학생 개인의 역량이 학생의 경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서만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는 디지털 기기에 따라 기기의 도구적 능력,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

츠 제작과 같은 역량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학생들은

컴퓨터 키보드 타자를 치는 것보다 스마트폰 조작을 더 수월하게 사용하

고 있었다. 또한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인 사진, 영상촬영은 물론이고 영

상편집도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할 수 있었지만,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터

넷으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태블릿을 국어사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가르쳐줘야 알 수 있을 만큼 기본기능을 사용하는 데에서도 어려움

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정보화 맥락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기준으로 초등저학년생은 10명 중 4명, 초등고학년생은 10명 중

7명 정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스

마트폰 이용이 컸다. 이러한 스마트폰 보유율은 가구당 컴퓨터 보유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태블릿 PC 보유율이 10%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이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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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교육 활동을 선호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교사의 디지털 교육 실천

학생의 디지털 역량은 교실에서 디지털 교육에 영향을 받으며 임철일

(2019)은 STEAM, 메이커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과 같은 기술 기반의

교육방법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수업 방법이라고

언급하였다. 교사는 디지털 교육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본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디지털 교육 실

천을 위해 교사의 역량을 기르고 적절한 테크놀로지 학습 환경을 조성해

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교사의 디지털 교육이 행정적 지원, 테크놀

로지 수업에 적합한 학습 환경, 적절한 기술 자원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와 교실 전체에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을 적용할 수 있는 교사의 역

량(Krumsvik, 2008), 교육학적 신념, 교사의 학습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Eteokleous, 2008). 교사는 디지털 교육 준비도 측면에서 교사의 지도

역량, 교사의 지식이 가장 부족하다고 인식하였고 그다음으로 과다한 업

무, 교사의 기기 활용능력 부족을 교육 실행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하였

다(노은희, 신호재, 이재진, 2019).

그런데 위와 같은 요소들 외에도 본 연구에 참여한 디지털 교육에 적

극적인 교사들은 수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차이

가 주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며 학생들이 디지털 교육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교사의 디지털 교육에 학생의

디지털 역량의 차이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교사들은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디지털 역량을 고

려한 수준별 수업을 실천하는 등 여러 가지 교수 방법을 적용한 수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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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환적 디지털 역량 모형

본 연구에서 탐색한 학생의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교육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그림 Ⅴ-1]과 같은 순환적 디지털 역량

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림 Ⅴ-1] 순환적 디지털 역량 모형

그간의 선행연구에서 학생 간 디지털 역량의 차이는 학생이 높은 학습

지향성, 학업 성취도, 높은 자기효능감이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tlevik, Guðmundsdóttir, & Loi, 2015). 그리고 학생

의 집에 있는 책의 수와 같은 가정의 배경, 문화적 자본이 학생의 디지

털 역량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Hatlevik, Ottestad,

& Throndsen, 2015).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디지털 경험은 지역 사회 인프라, 가정의 경제

적 환경, 부모의 디지털 경험에 대한 태도, 전 학년도 담임 교사의 수업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낮은 디지털 경험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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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낮은 디지털 역량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

는 교사의 디지털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풍부한 디지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디지털 수업에서 높은 디지털 역량을 발휘하여 디지털 교

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과제 산출물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디지털 경험의 기회가 적어 낮은 디지털 경험을 가진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의 디지털 교육 제공이 없으면 그들의 낮은 디지털 경험이

곧 낮은 디지털 역량으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악순환 고리에 빠질 위험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공교육의 차원에서 교사가 적극적인 디지털 교육

을 통해 관련 경험을 높여준다면 이는 곧 높은 디지털 역량으로 연결되

는 선순환 고리로 바뀔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학생들이 높은 디지털

역량은 다시 교사의 수업에 영향을 주어 다양한 디지털 교육 실천을 끌

어낼 수 있다. 가정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다른 디지털 경

험을 가질 수 없는 학생들은 학생의 디지털 역량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의

고리로 바뀌는 데에 교사의 디지털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디지털 교육 실천에는 학생의 디지털 역량 수준 외에도

교사의 역량, 교내 디지털 학습 환경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활한 선순환 고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사의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학습 환경을 조성하

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교육이 서

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교사의 디지털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설명

한다.

종합하자면, 학생 간 디지털 역량의 차이는 학생의 부족한 디지털 경

험에서 기인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교사들과의 면담 결과, 디지털 경험

의 부족은 교사의 디지털 교육 실천으로 채워질 수 있다. 이런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교육의 연결성은 학생 간 디지털 역량 차이를 좁히기 위

해서 디지털 교육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

간의 디지털 역량 간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수준별 수업, 모둠별 협업

수업을 계획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디지털 교육은 적극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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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는 교사들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절한 디지털 교육환경도

부족하다. 미래에 학생 간 디지털 역량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공교육

차원에서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2.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의 수준과 그 차이를 교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이 교사의 디지털 수업 설계 및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또한 교사가 제시하는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를 위한 전략을 알아보며 디지털 역량 및 디지털 교육의 실

천과 관련된 이론과 연구 논문들에 공헌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현장 교사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학생의 디지털 역

량과 교사의 디지털 교육에 대한 교사의 시각을 드러낼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Bataineh과 Baniabdelrahman(2006)은 학생의 디지털 역량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알아보는 데에 그쳐 교사의 눈에 비치는 학생의 디

지털 역량에 대해 알아볼 수 없었다. 또한 그동안 디지털 교육에 관한

인식이나 교사의 디지털 교육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설문조사로

이루어져왔다(Blackwell, Lauricella, & Wartella, 2014; 권혁일, 2008).

이러한 연구는 교사 다수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상을 깊게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면담을 통해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

어 교사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이바지한다. 적극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은 자기만의 수업 방법 노하우로 디지털 수업의 어려움

을 극복하고 있었으며 연구회 활동 경력이 있었다. 이 교사들이 지속적

인 디지털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

여 다른 교사와 수업 방법을 공유하여 수업 실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이며 교육청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교사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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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는 학생의 디지털 역량이 교사의 디지털 교육 실천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간 선행연구에서는 교사의

ICT 사용에 대한 태도, 동기, 자신감 결핍 그리고 기술적 문제 등이 교

사의 디지털 교육 실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Jones, 2004;

Kumar et al., 2008). 본 연구의 면담에서, 디지털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

천하는 교사들은 학생의 낮은 디지털 역량과 학생 간 디지털 역량의 차

이가 수업의 설계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극복하며 수업

을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다고 언급하였다. 예컨대, 수업

전 학생의 디지털 역량의 수준을 진단하고 학생별 디지털 역량 수준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수준별 수업을 계획하거나 모둠을 디지털 역

량 수준이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하여 모둠 내에 동료 학습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학생 간 디지털 역량 디지털 교육을 실천할 때 필요

한 교수 학습 방법의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교사의 면담을 통해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디지털 수업의 단면을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

다. 선행연구에서 디지털 교육을 주제로 하는 연구들은 많았지만, 특정

수업을 학생에게 처치하였을 때 그 교육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거

나 디지털 교육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배진

호, 김진수, 김은아, 소금현, 2015; 정은주, 손정우, 2019). 이 연구는 디지

털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교육의 유용성을 알아볼

수 있었지만,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간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하였으며 교사 입장에서 디지털 교육을 실천할 때 학생 간 차이

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임을 알아낼 수 있었다.

3.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교육에 대한 탐색연

구로서 앞으로 이루어질 초등학교 디지털 교육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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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교사 차원에서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수업 지원을 위하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계원리 및 전략을 지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기초적인 탐색연구로 교사들이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수업을 설계할 때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또한 교사들이 제시하는 학생의 역량 강화의 방법의 하나가 교

육 매뉴얼 제공이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볼 때, 학생의 디지털 역량

을 강화하고 교사의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업 가이드

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 가이드는 교육공학

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설계원리를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학교와 교육청의 차원에서는 학생의 디지털 역량 차이에 대

한 국가적 관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

기 위해서는 우선으로 디지털 역량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활발한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었

지만, 디지털 역량에 대한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교사들이

실천하고 있는 디지털 교육이 디지털 역량의 범주에서 어느 영역의 성장

을 목적으로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역량 개념을

정의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에서 학생의 디지털 역

량을 강조하고 학생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일 때, 학부모

와 다른 교사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지금까지 학생의 디지털 역량과 교사의 디지털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이다. 따라서 각급 학교 학생의 역

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후속 연구 과제로 중학교와 고등

학교 교사의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업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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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을 해온 몇몇 초등학교 현직 교사들이 면담의 대상이었다. 디지털 교

육을 받은 초등학생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로 학생들이 인식하는

디지털 역량의 차이는 알아보지 못했다. 따라서 학생들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 역량의 차이와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가 향후 필요하

다. 이에 더하여, 학생의 정확한 디지털 역량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는 추후 디지털 역량 평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본 연구

에서 학생 간 디지털 역량의 차이가 가정환경에 따른 경험의 차이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학부모의 인식에 대한 탐색도 이루어진다면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교육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교육에 적극적인 교사 열네 명을 대상으

로 질적 연구방법을 실시한 논문으로 본 논문의 표집에 소극적인 교사들

의 의견이 없어 추후 디지털 교육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사군의 인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학생의 디지털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맥락을 탐구하고, 디지털 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교사들의 관점을 이해하며 디지털 교육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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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교사 면담 질문지

면담 질문지

이 면담에서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수준에 대해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기기 활용 수업 간에 관계와

디지털 역량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

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소 수업 장면을 떠올려보며 대답해주시기 바랍

니다.

1. 선생님의 평소에 디지털 기기(예: 모바일 기기, 컴퓨터 등) 사용

1-1) 수업 중 디지털 기기를 자주 활용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활용

하시나요?

2. 디지털 역량의 양상.

디지털 역량이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으로 모바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컨텐츠를 찾아서 활용하는 디지털 리터러

시를 포함하여 정보를 잘 찾고, 평가하고, 공유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2-1) 초등학교 학생들의 평균적인 디지털 역량 수준이 어떠한가요?

(평소 수업시간에 관찰한 행동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디지털 역량 수준에 따라 분류

해보세요.)

- 디지털 기기에 대한 선호도

- 디지털 기기 조작의 어려움

-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문제풀이, 과제수행 등

2-2) 선생님 학급의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수준은 어떤가요?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까? 학생 간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요?

2-3) 학생 간 역량 차이는 학년, 학교환경,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 99 -

(맥락정보 위주로 물어봄)

3. 초등학교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수준이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수업에 영향

3-1)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이 선생님의 디지털 교육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3-2) 만약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어떤 점에서 영향을 미칠까요?

3-3) 구체적인 예나 일화가 있을까요?

(본인의 예시거나 주변 다른 교사의 예시여도 괜찮습니다.)

4. 학생 그룹 간 디지털 역량 수준 차이가 수업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역량의 평균적인 수준이 높거나 낮은 차이를 느낀 일화가 있나요?)

4-1) 학생 간 디지털 역량 수준의 차이가 큰 수업은 그렇지 않은 수업

과 비교하였을 때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4-2) 수준 차이가 큰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였을 때,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5. 교사가 실천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해결방안 제시

5-1) 학생들 간의 역량 차이가 지속된다면 점점 그 차이가 커질 것으

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

이 되었던 선생님의 교육적 해결 방안이 있었나요? 주변 선생님들이 실

천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 그러한 해결 방안은 학생들의 간 편차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나요?

5-2) 디지털 역량이 낮은/높은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

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5-3) 교사 외에 학교나 교육청에 바라는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6. 선생님 주변의 다른 교사를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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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school students’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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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has been changing the way we

teach and learn. Digital devices, such as mobile devices, are becoming

part of everyday practice in schools. As they provide a suitable

environment for supporting educational goals, the importance of digital

education is being highlighted. Digital education means using digital

devices for teaching and learning for educational purposes. Digital

education has been shown to have educational effects in several ways

: It facilitates interaction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it promotes

students’ participation in learning; and it increases students’

exploratory learning. In addition, students’ satisfaction with digital

education appears to be high. In recognition of such advan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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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s around the world include ICT education in their national

curriculum and highlight the digital competency as one of the key

competency in the 21st century. However, these investments and

emphasis do not always result as desired. It is not every student is

digitally competent; there has been a huge gap in digital competency

among students. Although active digital education is required for

teachers in practice, it has been found that teachers have difficulties

in actively implementing digital education due to their external factors

such as insufficient resources, or internal factors such as teacher’s

negative attitude. In order to strengthen students’ digital competence

and to activate teacher’s digital educa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aspects of digital competen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o explore how the teacher’s instruction is being

affected by the student’s digital competen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plore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elementary students’ digital competence and digital

education.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that guided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w do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ive the

digital competency of students? Second, how do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ive that the student’s digital competency affects the

teacher’s instructional design and implementation? Third, what

strategies do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cognize as necessary to

improve students’ digital competency?

To answer the above mentioned research questions, the study takes

the form of an exploratory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with 14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thematic analysis

was used for analyzing the interviews. First, interview questions

were constru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riteria for research

participants selection was prepared. Afterwards, the interview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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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actively practice digital education was

conducted about an hour and recorded in audio. While conducting the

interview, the main points of the interview were arranged in the

research notes. Due to the limited time, interview with a new

participant and transcribing the recordings of the previous interview

were held in the same time. At last, no new contents appeared in the

interview, and the interview was terminated when there were 14

participants. After the interview, initial codes were generated from the

interview data. By connecting the codes, a few themes were derived

and reviewed. The main themes were then identified by defining and

naming the reviewed themes.

As a result of research, 5 themes for research question 1, 5 themes

for research question 2, and 3 themes for research question 3 were

derived. Regarding the aspect of students' digital competency,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 perceived that students' digital competency

level varies according to their educational experiences in using digital

devices and types of digital devices, and differences exist between

regions and specific parts of digital competency. Moreover, teachers

recognized that students who has higher level of digital competency,

participate in digital education activities more positively and their

competency is growing. Next, the effect of the student's digital

competency level on the teacher's instructional design and

implementation showed that there was a difficulty in practicing digital

education classes considering the student's digital competency.

Nevertheless, teachers showed their enthusiasm for the class while

looking at students who has positive attitude about digital education.

To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ces in digital competency level

between students, they planned and provided differentiated curriculum

digital education and collaborative learning. Also, they giv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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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eachers and colleagues during the class. Lastly, it was

thought that to improve the digital competency level of studen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lot of experience in digital education and to

enhance the competency of teachers who practice digital education,

and to create an appropriate environment for practicing digital

education.

This study explored teachers’ perspective on the differences in

digital competen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difficulties

of class practice. Moreover, it revealed the importance of digital

education practice of teachers to strengthen the digital competency of

students.

As a result, a circular digital competency model was proposed to

indicate the link between digital competency and digital education.

The model explains that students with less digital experience show a

lower digital competence; students with more digital experience have

a higher digital competence. At this time, the teacher's digital

education support the student's digital experience, which can create a

virtuous cycle that leads to the student's high digital competency.

This means that students digital competence can be enhanced if

teachers’ digital education is enriched. In addition to this,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teacher community and teachers’ network

for digital educ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esearch on digital competences

in Korea.

keywords : digital education, digital competence, teacher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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