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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gital textbook project is one of government-driven project to improve education due to integrating techno-
logy. Digital textbook need to be universally designed to fit for each student. Recently, universal design for lear-
ning(UDL) gains great attention as one of promising approach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textbook 
through giving various options and flexibility to all students. UDL has three main principles, first provide mul-
tiple means of representation, second provide multiple means of action and expression, third provide multiple 
means of engagemen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fourth grade science textbook according to three 
UDL guidelines and suggest implications to improve an existing science textbook. The results indicated that 
fourth grade science digital textbook has been partly applied UDL guidelines like implementing multimedia and 
multi- mode contents, learning and communication tools, and motivation strategies. But options which students can 
choose according to their needs and styles are insufficient and tools for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need to 
enhance for helping each student to overcome his/her obstacles for learning and need to be more and elaborate 
to support learner-centered science digital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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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은 교육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000년 모든 초․중등학교
에 컴퓨터가 보급되고 인터넷이 연결된 이후 이러

닝, 모바일러닝, 유러닝, 스마트러닝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기술 활용 학습 환경과 학습 형태가 교육현

장에 소개 및 적용되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 개발
은 초․중등 교육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교과서에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교육의 개선

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국
내 디지털 교과서 연구는 1997년 기초 연구를 시작

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하에 디지털 교과서 개

발 보급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변호승과 송연
옥, 2010). 연차별로는 2002년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2004년 사
회․과학 디지털 교과서 시범 개발 및 실험 적용을

거쳐 2005년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적용 사업이 이루어졌다(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
육학술정보원, 2010).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는 ‘디
지털 교과서’라는 명칭을 공식화시키며, ‘디지털 교
과서 상용화 추진 계획’을 통해 미래교육 환경에

적합한 고품질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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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과서는 학교와 가정에서 시간과 공간

의 제약 없이 기존의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용어
사전 등의 내용과 함께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
실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합 제공하며, 다양한
상호작용 기능과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 수준에 맞

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구현된 학생용의 주된 교재

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
의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 다양하고 풍부한 멀티미

디어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신의 자료 및 다
양한 교육 DB와의 연계를 통한 학습 기회의 확산, 
컴퓨터-학생․교사-학생․학생-학생간 상호작용 촉
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정훈(2010)
은 디지털 교과서의 유용성 및 교육적 활용을 위한

가능성 요소들을 1) 전자화된 교과서로서 자료의

저장, 편집, 가공, 활용의 편의성 제공, 2) 멀티미디
어 자료를 활용한 학습 흥미․동기 유발, 3) 수준별
교수-학습을 위한 학습 자원의 제공, 4) 특수 교육
대상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지원도구의 제공, 
5)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학습 관리․지원 기능 제
공의 5가지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는
기술의 도움으로 교수-학습의 개선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학

습과 효율적인 학습관리를 지원해줄 수 있는 잠재

성을 가진다.
초기에 개발된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 형태로 변경하면서 내용의 효과적

제시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였으나(변호승 등, 2006), 
점차 그 형태와 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사전 지식, 학습 속도, 학습 수준, 학습 계열 및 학
습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경험의 제공에 초

점을 맞추어가고 있다(임정훈, 2010). 즉, 디지털 교
과서는 학습자 개개인이 각자의 학습 단말기를 가

지고 학습에 참여하는 형태로 학습 속도나 학습 수

준 등에서 다양한 일반학생뿐 아니라 다양한 장애

의 종류와 정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효과적

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학습의 도구이자

환경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
각 장애아를 위해 디지털 교과서에 화면 낭독 프로

그램을 연계시켜 교과서 내용을 읽어주도록 한다거

나, 저시력 학생을 위해 디지털 교과서에 화면 확대
기능 및 고대비 설정 기능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청각 장애아들을 위해 콘텐츠 지시문, 도움말, 
설명문 등에 자막을 넣어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맞춤형 학습과 관련하여 현재 디지털 교

과서의 학습 콘텐츠 수준이나 경로의 다양성은 충

분하지 못한 실정이다(임정훈, 2010). 일부 교과에
서 상, 중, 하 세 수준으로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게 하

고는 있으나, 내용의 난이도만 일부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

고 디지털 교과서 정책의 주요 목표 중하나인 학습

자 수준과 능력에 맞는 수준별 맞춤 학습을 실현(교
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0)하기 위
한 디지털 교과서 설계 및 개발 전략에대한 탐색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하여최정임과신남수(2009)는디지털교

과서 설계에서 다양한 학습자를 고려하기 위하여 보

편적 학습 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 
원리를 제안하였다. 보편적 학습 설계는 원래 신체
적, 인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일반 교육과정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

을 주기위한 방법론으로도입되었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학습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

든 학생들, 또는 일반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
는이론이다(Rose & Meyer, 2002). 그리고최근에이
러한 보편적 설계의 원리가 국내․외 교수-학습 분
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노석준, 2006; 박주연, 
2009; 손지영과 김동일, 2010; 장상현, 2010; 최정임
과 신남수, 2009; CAST, 2008, 2011; Moore, 2007; 
Rose & Meyer, 2002).
보편적 학습 설계(UDL)에서는 보편적 설계(UD)

에서 지향하는 유연성의 개념을 물리적인 시설뿐만

아니라교육과정및교수-학습방법으로확대적용하
고자하는접근으로(Burgstahler, 2008; Rose & Meyer, 
2002), 학습자들이 학습 자료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이를 위
해서는 특정 학습 목표에 대한 저항을 줄여주거나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도전을 균형 있게 제

시하여학습기회를최대화하는학습의접근성을추

구한다. 그리고교육과정이나학습자료들이개별학
습자의다양한요구나선호도를최대한수용할수있

도록고안되고설계되어야함을강조한다(Burgstahler, 
2008; Rose & Meyer, 2002). 따라서 보편적 학습 설
계에서는 학습자의 독특한 요구와 차이점을 반영하

여 광범위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과 개별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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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점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보편적 학습 설계에서 전통적인 매체만을

가지고 개인차를 반영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지원
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학습자의요구에맞춰교육과정을융통성있

게제공할수있는방법에주목하고있다(김동일등, 
2008; 노석준, 2006; Bowe, 2000; Hitchcock et al., 
2002; Rose & Mayer, 2002). 기술의 활용으로 텍스
트를 소리로, 소리를 텍스트 또는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매체 간 변환이 가능하며, 이러한 매체 내, 매
체 간 변환은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게학습 자

료를 조절 및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국내의 디지털 교과서들은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 기능을 극대화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

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하지만 학습자
의 다양한 학습 과정이나 인지 방법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향이 있다(최정임과 신
남수, 2009). 특히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주된 교육자료로서 초등 교

과서는 교수-학습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역할이 지대
하다. 따라서 교과서를 평균 수준의 학습자의 수준
에 맞춰 개발하기 보다는 다양한 학습자들의 요구

를 반영하고, 개별 학습자들의 학습 활동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설계, 개발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모든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완벽한 한

가지 교수-학습 방법이 있을 수 없고, 학습자의 다
양성을 고려한 모든 유용한 방법과 도구를 찾아낸

다고 하더라도 이를 각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이 쉽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
서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기능을 적절히 사

용하여 의도한 학습 효과를 나타낼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가 학습자 맞춤 학습 환
경의 제공에 의미를 두고, 학습자 주도적 학습 참여
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교과서의 설계와 개발에 보편적 학습 설계

이론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중심, 학습자 맞춤형 디지

털 교과서 설계 및 개발 방향 탐색을위하여 보편적

학습 설계의 관점에서 과학 디지털 교과서를 분석

하고자한다. 2011년 6월현재, 개정교육과정에따라
개발이 완료되어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에서 적용

되고있는초등학교 4학년과학디지털교과서를분
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학
습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도

구 및 학습 환경으로서의 과학 디지털 교과서의 발

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 보편적 학습 설계

보편적 학습 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는 건축이나 생활환경 설계에서 유연성(flexi-
bility)과 접근성(accessibility) 향상을 위해 널리 적용
되어온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UD)의 개념
을 교수-학습 분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보편적 설계의 원리를 교육에 적용하
고자하는노력은일반적인교실수업및학교환경에

적용하려는 노력(Bowe, 2000; Brugstahler, 2007)과
교수-학습 방법 및 자료의 개발에 초점을 맞춘 노력
(CAST, 2002; Orkwis & McLane, 1998; Pisha & Coyne, 
2001; Rose & Meyer, 2002; The Access Center, 2002)
으로 나눠볼 수 있다(최정임과 신남수, 2009). 특히
이 과정에서 기술을 이용한 보편적 학습 설계 노력

은 미국의 비영리 연구 개발 기관인 CAST(The Cen-
ter for Applied Special Technology)에서주도하고있다. 

CAST에서는 디지털 매체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풍부한 가능성을 열어주고자

하는 관점에서 보편적 학습 설계의 원리를 적용하

고 있다. 예를 들어 글 읽기나 글쓰기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소리나 이미지를 이용하여

의사전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교사는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 관리 시스템

을 비롯한 기술을 활용하여 개별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CAST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보편적 학습 설계(UDL)의 원리는 (1) 다양한 정보
제시 방법 제공, (2) 다양한 행동 및 표현 방법 제공, 
(3) 다양한 참여 방법 제공이다. 세 가지 UDL 원리
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원리 1. 다양한 정보 제시 방법(Multiple Means 

of Representation)을 제공한다. 

원리 1은 인지망과 관련된 것으로 학습하는 내용
과 관련된 부분이다(What of Learning)(CAST, 2011). 
학습자에 따라 시각적 정보에 민감할 수도 있고 청

각적 정보에 민감할 수도 있는 것과 같이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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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시된 정보를 감지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

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의 정보 제시 전략

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텍스트, 
소리,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
시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는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요한 특징을 부각시키는 하이라이팅 방법의

사용이나 배경 지식에 대한 보조 제공, 학습 개요
제공 등의 전략의 사용을 권고한다. 세부적인 가이
드라인으로 1) 인지 방법에 대한 선택권 제공, 2) 언
어, 수학적 표현, 상징에 대한 선택권 제공, 3) 이해
를 위한 선택권 제공이 있다.

원리 2. 다양한 행동 및 표현 방법(Multiple Means 

of Action and Expression)을 제공한다.

원리 2는 전략망과 관련된 것으로 학습하는 방법
과 관련된 부분이다(How of Learning)(CAST, 2011). 
학습자들은 학습에서 다양한 전략을 이용하고 자신

이 아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말로는 표
현을 잘 못하지만 글로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혼자서 학습하기에 어려움
이 있는 학생도 약간의 도움이나 안내만 제공해 주

면 학습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

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에서 자신에
게 편리한 학습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학습 내용
이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자신에게 가장 효

과적인 표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
부적인 가이드라인으로 1) 신체적 행동에 대한 선
택권 제공, 2) 표현과 의사소통을 위한 선택권 제공, 
3) 실행 기능을 위한 선택권 제공이 있다.

원리 3. 다양한 참여 방법(Multiple Means of 

Engagement)을 제공한다. 

원리 3은정서망과관련된것으로학습하는이유나
학습동기와관련된부분이다(Why of Learning)(CAST, 
2011). 동기는 학습들에게 학습하는 이유를 느끼게
하는 학습에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로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동기 전략이 필요하다. 새롭고
신기한 것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이 있는 반면, 익숙
하고 친근한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다. 자율성
을 좋아하는 학습자들도 있지만, 엄격한 규칙이나
권위를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다. 보편적 학습 설계
에서는 학습 내용이나 학습 도구에 대한 학습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습 내용의 가치나 학습자와의

관련성 및 실제성을 증진시키는 방안들을 통하여

학습자의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 세부 가이드라인으
로 1) 흥미 유발을 위한 선택권 제공, 2) 노력과 인
내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선택권 제공, 3) 자기 조
절을 위한 대안 제공이 있다.
위와 같이 CAST에서는 보편적 학습 설계를 위해

3가지 기본 원칙과 9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CAST, 2008, 2011). 특히 2011년 2월에 발표한
보편적 학습 설계 가이드라인 버전 2.0(CAST, 2011)
은 각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 체크 항목을보다 명

확히 하고, 이에 대한 예시도 다양하게 제시하여 가
이드라인의 구체성이 한층 증가되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개

정교육과정에 맞추어 기개발된 디지털 교과서를 수

정․보완하여 교육과정 적용 시기에 맞추어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에 적용하고 있다. 2011년 5월 현
재,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는 초등학교 4학년 1, 2학
기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의 내용이 개정 교육과
정에 따라 보완이 완료되어 연구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 내용은 2010년
부터 연구학교에서 적용․보완되어 내용이나 시스

템의 안정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
교 4학년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를 대상으로 초등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의 내용과 지원체제를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UDL)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
다. 분석내용은 현재 구현된 초등학교 4학년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의 내용과 지원시스템으로 실제 수업

현장에서의 활용 형태가 아닌 설계 및 구현 전략을

보편적 학습 설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 보편적 학습 설계(UDL)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UDL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4학년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하여 Rose & 
Meyer(2002)의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를 보다 구체
화시킨 CAST의 보편적 학습 설계 가이드라인 2.0 
(CAST, 2011)을 사용하였다. 분석틀을 영문버전에
서 한글버전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CAST UDL 가
이드라인 1.0을 활용한 선행 연구(고범석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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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임과 신남수, 2009; 장상현, 2010; 안미리, 2010)
에서사용한용어를참고하였다. 분석에사용된 CAST
의 세 가지 UDL 원리별 가이드라인(총 9개)과 체크
항목(총 31개)은 표 1과 같다. 

3. 분석 방법

디지털 교과서 시스템 개발 및 연구학교 담당자

표 1. CAST의 UDL 원리와 가이드라인

다
양
한

정
보
제
시

방
법

1. 인지방법에 대한 선택권 제공
   1.1 학습자 스스로 정보 제시방식을최적화할 수있는

방법 제공하기

   1.2 청각적 정보에 대한 대체 수단 제공하기
   1.3 시각 정보에 대한 대체 수단 제공하기

2. 언어, 수학적 표현, 상징에 대한 선택권 제공
2.1 용어와 상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2.2 구문, 구조 및 관계를 명확히 하기
2.3 텍스트, 수학적 표기, 기호의 해석 지원하기
2.4 다양한 언어 간의 이해 촉진하기
2.5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설명하기

3. 이해를 위한 선택권 제공
3.1 배경지식을 제공하거나 활성화하기
3.2 중요한특징, 핵심아이디어, 관계를두드러지게하기
3.3 정보처리 과정, 시각화, 조작을 안내하기
3.4 전이와 일반화를 최대화하기

다
양
한

행
동

및

표
현
방
법

4. 신체적 행동에 대한 선택권 제공
4.1 반응과 항해 수단을 위한 방법을 다양화하기
4.2 보조도구와 기술에 대한 접근을 최대화하기

5. 표현과 의사소통을 위한 선택권 제공
5.1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매체 사용하기
5.2 작문, 작곡, 제작을 위한 다양한 툴 사용하기
5.3 점진적인 지원 전략을 통한 수행 능력 향상시키기

6. 실행 기능을 위한 선택권 제공
6.1 적절한 목표 설정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기
6.2 계획과 전략 개발 지원하기
6.3 정보와 자원의 관리 촉진하기
6.4 학습 진전을 모니터링하는 능력 향상시키기

다
양
한

참
여
방
법

7. 흥미 유발을 위한 선택권 제공
7.1 개인적 선택과 자율성 최대화하기
7.2 관련성, 가치, 실제성 최대화하기
7.3 학습에 대한 위협과 방해 최소화하기

8. 노력과 인내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선택권 제공
8.1 학습 목표와 목적의 특징과 가치를 부각시키기
8.2 도전수준을 높이기위한요구와자원을다양화하기
8.3 협력과 의사소통을 장려하기
8.4 완성적 피드백 증진시키기

9. 자기조절을 위한 대안 제공
9.1 학습동기를 최대화시키는 기대와 믿음을 증진하기
9.2 개인적 대응 기술 및 전략을 촉진하기
9.3 자기평가와 성찰을 개발하기

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초등학교 4학
년 과학과 내용 및 디지털 교과서 시스템에대한 접

근 권한을 허락 받았다. 제공받은 아이디와 패스워
드로 초등학교 4학년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에 접속
하여 교사용과 학습자용 내용과 지원 기능에 대하

여 CAST의 보편적 학습 설계의 원리와 가이드라인
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CAST(2011)의 UDL 가이드라인 2.0에서는 위의
표 1에서 제시한 9개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
인 개념 및 각 세부 체크 항목에 대한 상세 내용 및

예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
서 연구자들의 UDL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 상호간의의견일치를위해 3차례에걸친연구
자간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CAST의 UDL 
가이드라인 1.0과 2.0 및 UDL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분석사례를담고있는연구보고서(고범석등, 2008)
와 학술논문(최정임과 신남수, 2009; 장상현, 2010)
에서 분석한사례를 구체적으로다루었다. 분석과정
에는과학교육전공 박사 2명, 교육공학 박사 1명, 현
장교사 1명이 참여하였으며, 디지털 교과서 내용 설
계 및 구현 전략에 대해서는 과학교육전공자 1인이
1차로 분석한 내용을 공동연구진들이 교차 검토하
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지원 기능 분석을 위해 시스템개발 담

당자로부터 1시간에 걸쳐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설
명을 들었으며, 질의 응답을 통해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세부 기능을 확인하면서 분석하였다. 
연구진들간에 이견이 있는 예시 분석은 각 가이

드라인이 포함된 세 가지 학습 원리(정보 제시, 표
현 방법, 참여 방법)의 기본 개념 확인과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 자료들을 재확인한 후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쳤다. 즉, 과학과 디지털 교
과서에서 구현된 내용 및 지원 기능들이 보편적 학

습 설계 원리의 각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얼마나 반
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편적 학습 설계의 관
점에서 보다 발전된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로 나아

가기 위한 제안을 도출하는 것은 연구자들 간의 논

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에 따른 과학과 디지털 교

과서 내용과 지원 기능을 가이드라인별로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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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칙 1 : 다양한 정보제시 방법을 제공한다.

원칙 1은 정보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각기
다른 다양한 학생들이 각자의 학습을 위하여 자신

에게 맞는 제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다양한 선

택권을 주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1 : 인지 방식을 위한 선택권을 제공

한다.

학생에게제공되는핵심정보는모든학생들이인

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동일한 정보를 다양한 지각 모드(시각, 청각, 
촉각 등)로 제공하거나, 문자나 소리의 확대와 같은
기능 등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용이하게 접근하고 활

용하도록해주어야한다. 학습자스스로정보제시방
식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1.1)과
관련하여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다양한보기기능을지원하고있다. 페이지이동, 한
면/좌우/상하/개요 보기, 페이지 고정하기, 확대/축
소, 4분면 분할, 썸네일로 보기 등의 기능을 통하여
각자가 편리한 형태로 교과서 보기를 할 수 있다.
또한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그림 2에 제시

된 것과 같이 텍스트 외에 텍스트를 읽어주는 사운

드를 제공하고, 교과서에서 사진으로만 제시된 내
용에 동영상, 애니메이션, 모듈 자료를 함께 제공한
다. 이처럼 같은 정보에 대해 문자, 청각, 시각 정보
들이 함께 표현될 때 학습자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정보 제시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복합

적인 정보 제시 전략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향

상시킬 수 있다(1.2, 1.3). 
청각적 정보에 대한 대체 수단 제공(1.2), 시각적

정보에 대한 대체 수단 제공(1.3)과 관련하여 청각

그림 1.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보기 방법 선택(썸네일로 보기 선택)

그림 2. 복합적인 정보 제시

장애를 겪는 학생은 물론 정보 전달 과정에서 시간

이 걸리고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청

각적 정보와 함께 자막이 함께 제공되는 것이 좋다. 
시각적 정보 활용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화

면 확대 기능을 넣거나, 모든 그래픽․비디오․애
니메이션에 대한 설명을 음성 언어로 제공하면 학

생들의 정보 접근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
나 현재 개발된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 내의 애니메

이션이나 동영상자료에서는해설자의설명만있고, 
자막처리가 매우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하다. 자막처리는 청각 장애가 있는 학생들뿐만 아
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제시되는 내용과 관련한

핵심 과학 용어와 개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2와 1.3 전략은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 개

발에 적용된 웹 콘텐츠 접근성 준수지침(한국정보
화진흥원, 2010)과도관련이 있다. 따라서 과학과 디
지털 교과서에는 특수 학습용 프로그램(screen reader 
등)을통하여전체페이지내용을음성으로읽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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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장애우들에 대한 접근성 증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은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필
수요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었고, 실제 장애우들
에 대하여 사용성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

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학습자의

다양한인지양식을고려한대안들이제공되고있다. 
하지만텍스트, 사진, 그래픽등시각정보전달의성
격이 강해 선택한 문장을 음성으로 듣는 등청각 정

보 전달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인지 양식에 따른 선
택의 폭은 일부 내용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제

공되고 있어 그 범위의 확대와 정보 제시양식의 다

양화가 요구된다. 

가이드라인 2 : 언어, 수학적 표현, 상징을 위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한다.

과학과에서는 정확한 과학적 개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부 과학 법칙이나 이론 등은 기호
와 공식으로 표시되고, 과학 실험을 통한 데이터는
종종 표나 그래프로 정리된다. 학생들마다 설명에
서 사용되는 용어나 개념에 대한 인지와 그래프, 
표, 수식 등을 통해 전달되는 의미에 대한 이해도는
차이가 있다. 보편적 학습 설계에서는 이러한 언어, 
기호, 상징 등이 학생들에게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선택권이 제공된다. 이를 위해 용어와 상징의 의미
를 명확히 하기(2.1), 구문, 구조, 관계를 명확히 하
기(2.2), 텍스트, 수학적 표기, 기호의 해석 지원하기
(2.3), 다양한 언어 간의 이해 촉진하기(2.4),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설명하기(2.5)를 제안하고 있다.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의 용어사전(그림 3)에서

는 과학용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 및 관련개념을 제

공하고 있다(2.1). 과학 학습 과정에서 이해가 어려
운 과학용어를 검색하고자 할 때 용어사전 버튼을

누르면 새 창이 뜬다. 척척박사 식물도감(그림 4)
도 같은 형태로 구현되어 있으며, 초등 과학에서 중
심이 되는 주변의 동식물에 대한 호기심과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용어사전이나 척척박사 식물도감에서 제

시되는용어와설명에는초등학교 4학년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단성화, 풍매화, 나자식물 등)
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관련 단원이나 학습 내용, 
일상생활 속에서의 학생들의 경험과의 연계가 부족

그림 3. 용어사전

그림 4. 척척박사 식물도감

하여 학습자에게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형

태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내용면에서의 보완과 아
울러 활용 면에서는 교과서 내용과 하이퍼링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주제별로 첫 번째 페이
지에는 그 주제와 관련된 학습 용어가 제시되어 있

는데(예. 3. 식물의 한 살이, 2) 식물의 자람 단원의
학습용어 : 잎, 줄기, 꽃, 열매, 꼬투리), 이 용어들을
바로 하이퍼링크로 용어 사전에 연결되게 한다면

관련 용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는 물론 활용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과지원을 위해 제
공되는 용어사전이나 척척박사 식물도감의 내
용이 텍스트와 사진 자료 중심으로만 정리되어 있

다. 따라서 오디오로 읽어주는 기능이나 만화와 같
이 그래픽 자료들을 추가(2.3, 2.5)하여 이해 증진과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과 활동] 도구로 제공되는 마인드맵은 관련
개념들간의 구조를 파악하고 학습자 자신의 인지

구조를 견고히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2.2).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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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이나 개념도는 학습에 필요할 경우 아이콘( )
으로 도구에 직접 연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또한 핵심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문자 외의 그래

픽,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다양한 비언
어적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2.5). 예를 들어 ‘용수
철에 매단 물체의 무게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 사

이의 관계’를 학습하는데 그림 5에서와 같이 동영
상으로 실제 실험 과정을 보여주어 용수철에 매단

물체가 무거울수록 용수철의 길이가 더 많이 늘어

남을 확인 및 정리하거나(②) 시뮬레이션과 같은 상
호작용적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직접 추를

직접 매달아보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③). 또
그 관계를 표로 정리해 보고(④), 탐구 노트에서는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다(①).
따라서 학습 활동과 전달 방식 측면에서 학습자

에게 핵심 개념 이해를 위해 보다 다양한선택의 기

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교실에서
의 실제적인 실험 활동이 추가된다면 학생들의 선

택의 폭은 보다 더 넓어질 것이다.

가이드라인 3. 이해를 위한 다양한 선택권을 제

공한다.

가이드라인 3에서는다양한정보처리능력과방식
을 가진 학습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배경지식을 제공하거나 활성화하기
(3.1), 중요한 특징, 핵심 아이디어, 관계를 두드러지
게 하기(3.2), 정보처리 과정, 시각화, 조작을 안내하
기(3.3), 전이와 일반화를 최대화하기(3.4)가 세부 항
목이다.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의 각 단원의 도입부에서

는 ‘티나’와 ‘피츄’라는 캐릭터가 등장한다. 이들은
단원에서 다룰 핵심 과학 개념과 관련한 학생들의

배경지식을활성화시키고(3.1) 상황속에서문제인
식 및 호기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예. “바윗돌

그림 5.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설명하기

깨뜨려 돌덩이, 돌덩이 깨뜨려~ …그 노래는 풍화
작용을 말하는 거야.. 좀 알아듣게 설명 좀 해줘. 노
래를 생각하면서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

까?”). 이것은 단원 학습 내용과 학습자와의 관련성
을 높여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는 참여 촉진 전략

(7.2)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이러한 배경 지식 제공
및 활성화 전략은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그
림 6)이나 학습 전개 부분에 애니메이션(그림 7)이
나 읽기 자료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과활동] 도구 중 하나인 위대한 과학자 메
뉴에서는 초등 과학과 관련된 25명의 과학자의 삶
과 업적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제공한다. 여기서 제
공되는 내용은 학생들이 이전에 읽은 위인전을 떠

올리게 하거나 학습할 과학 개념이나 탐구에 대한

배경지식을제공한다(3.1). 마인드맵(그림 8)과퀴
즈게임 형태로 제공되는 블루마블(그림 9)도 배

그림 6. 도입부의 티나와 피츄 캐릭터

그림 7. 용수철로 무게 재기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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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식을 활성화시키거나(3.1), 중요한 특징이나 핵
심 아이디어들 간의 관계를 드러내거나(3.2), 정보
처리나 시각화를 안내하고(3.3), 학습전이를 높이는
데(3.4) 활용될 수 있다. 
현재는 이 도구에 대한 선택권만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이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샘플이나 활

동 유도 전략 등은 부족한 편이다. 연구학교를 통
해 구체적으로 활용된 사례나 산출물이 지원 시스

템을 통해 공유되고, 디지털 교과서 업그레이드 작
업에서 우수 사례들이 교과서 내에 포함된다면 이

들은 학습자의 이해 증진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한편,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중요한 특

징, 핵심 아이디어, 관계를 두드러지게 하기(3.2) 가
이드라인과 관련하여, 과학 디지털 교과서 곳곳에

그림 8. 마인드맵

그림 9. 블루마블

서 강조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그림 5 참
조). 이들은 각 소주제별 핵심 용어와 주요 학습 개
념에 해당하며, 학습자에게 집중해야 할 학습 내용
을 알려준다. 또한 학생들은 디지털 교과서에서 제
공하는 각종 필기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이 직접 핵

심 개념에 밑줄을 긋고 형광펜을 사용하여 중요한

것에 표시할 수도 있다(7.1). 한편, 가이드라인 3.2와
관련하여 핵심 개념이나 중요한 기능을 강조할 수

있는 예와 비예의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현
재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예시 자료

는 서책형 교과서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

하다. 지면의 한계를 벗어난 디지털 교과서의 특징
을 살려 예시자료를 보강하고, 예와 비예를 비교하
는 학습 전략들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보처리 과정의 안내(3.3)는 과학 디지털 교과서

의 각종 활동지(예. 탐구노트)나 사고․활동 도구

(마인드맵), 활동 안내 멘트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
다. 그러나 정보처리 과정 안내의 핵심인 스캐폴딩
전략은 디지털 교과서 내에서 전반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디지털 교과서가 교실에서 교사의
안내 상황에서 주로 활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러나 우리나라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서는 디지털

교과서가 개별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효과적

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
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0). 따라서 디지털 교
과서의 다양한 활용 용도를 고려한 학습 스캐폴딩

전략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미
국의 과학과 디지털 텍스트북인 eIQWST에서는 강
아지, 펭귄, 도마뱀 등의 캐릭터(에이전트)를 이용
하여 차별화된 인지적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고범
석 등, 2008). 즉, 강아지 에이전트는 학습자가 자신
의 학습 활동과 그에 동반한 노력이나 학습 전략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 펭귄 에이전트는 내
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의 파악을 도와주는 역할, 도
마뱀 에이전트는 학습 과제를 시작할 수 있게 힌트

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정보처
리 과정에서 학습 에이전트를 통해 자기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칙 2 : 다양한 행동과 표현 방법을 제공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인정하고, 학생들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표현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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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4. 모든 학습자에게 신체적 행동을 

위한 선택권을 제공한다.

학생들이학습자료를보다편리하게이용할수있

게하기위해보편적학습설계에서는반응과항해수

단을위한방법을다양화하기(4.1), 보조도구와기술
에 대한 접근을 최대화하기(4.2)를 제안하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는 태블릿 PC 기반으로 전자펜을

이용하여 책이나 노트에 필기하듯이 모니터상에 필

기하고 입력할 수 있다(그림 10). 또한 일반적인 PC
에서와 마찬가지로 키보드나 마우스를 활용하여 입

력이나 탐색도 가능하여(그림 11), 표현과 항해수단
을 위한 학습자의 선택권을 강화시켰다(4.1, 4.2). 
현재전자펜을통한필기기능은그민감성이나느

낌이실제펜보다는떨어져이에대한기능향상이요

구된다. 또한패드형단말기의터치스크린이나게임
컨트롤러와 같은부가적 입력기등이 추가된다면학

생들의 선택의 폭이 보다 넓어져 자신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입력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전자펜을 활용한 자료 작성

그림 11. 키보드를 활용한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5. 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선

택권을 제공한다. 

표현을 위한 대체 양식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고

우리의 멀티미디어 문화를 반영해 의사소통과 리터

러시에 중요한 모든 범위의 매체를 가능한 모두 안

내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범석 등, 2008). 이를 위
하여 보편적 학습 설계에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매

체 활용 능력이나 친숙도를 고려하여 의사소통을

위한다양한매체 사용하기(5.1)와작문과구성을위
한 다양한 툴 사용하기(5.2), 점진적인 지원 전략을
통한 수행능력 향상시키기(5.3)를 제안하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그리기 도구, 조직자 프로

그램, 형광펜을 포함한 각종 펜, 메모 기능, 음성 녹
음 등 다양한 표현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쪽지’ 기능(③)을 활용하여 수업 중에 교사에게 모
르는 내용을 질문할 수도 있고, 다른 학생들과도 서
로 내용을 주고 받을 수 있다(5.1). 다음 그림 12와
같이 ‘노트’(①)나 ‘메모’(②) 기능을 활용하면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메모할 수 있는데, 이때
화면저장(④) 기능을 활용하여 스스로 밑줄 친 부분
이나 직접 표시한 부분까지 그림으로 저장하여 노

트에 삽입할 수 있다. 사진 삽입 기능까지도 가능한
노트 필기는 위키 기능이 업데이트되면서 협력 노

트필기도 가능해지고 있다. ‘녹음’ 기능(⑤)은 학생
들이 음성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

(5.1), 교사는 녹음 기능을 활용하여 수업 내용을 녹
음한 후 학생들에게 복습 자료로 제공할 수도 있다.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과학 글쓰기 활동

을 비롯하여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쓰기 활동을 요

그림 12. 표현 및 의사소통 기능 지원을 위한 다양한 도구
(메모, 노트,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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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때는 ‘상추’라는 프로그램(도구)을 구동하게 하
고 있다(그림 13). 그러나 이것은 이미지 편집 프로
그램으로 글쓰기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 초등학생의 과학 글쓰기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글쓰기 프로그램으로 교체될 필요

가 있다. 글쓰기 프로그램에는 초등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경화면을 자유롭게 바꾼다거나, 아이들
이 좋아하는 다양한 이모티콘 등도 삽입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 만화 등도 쉽게 삽입, 편집, 제작할 수
있는 기능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디지털 교과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토

론장, 쪽지, 노트 등은 주로 게시판 형태로 저장되
고 관리되고 있어 활발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현재 디지털 교과서에서 메뉴
로만 제공되고 있는 블로그를 활성화시키고 소셜미

디어 등을 추가한다면 의사소통이 보다 더 다양화

하고 활성화될 것이다(8.3).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마인드맵이나 그리

기 도구(상추)와 [학습 도구]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
노트, 검색, 사전, 번역기, 녹음기(그림 12 참조) 등
이 학생들이 작문과 지식구성 활동을 위한 도구로

제공되고 있다(5.2).
학생들의 점진적인 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모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의 제공, 차별화된 멘토
및 피드백의 제공, 점진적 스캐폴딩 전략 제공(5.3)
등이 보편적 학습 설계에서 제안되고 있다. 이와 관
련하여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실험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공하여 이를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한다. 또, 학생들은 형성 평가를 통해 배운 내
용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공
되는 모델의 다양성 측면이나 피드백의 질적 측면

그림 13. 글쓰기 및 그리기 지원 프로그램, 상추

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학습자의 능력이
나 숙련도를 고려한 차별화된 모델, 멘토, 피드백, 
스캐폴딩 제공 전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이 부분은 현재 연구학교 교사들에게 많은
부분 위임되고 있어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

며(변호승 등, 2009) 디지털 교과서 내용 및 기능 구
현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가이드라인 6. 실행 기능을 위한 선택권을 제공하라.

인간이능숙하게행동할수있는최대한의능력수

준을 “실행기능”이라고 한다(CAST, 2011). 보편적
학습설계식의접근법은실행능력을확장시키기위

해 첫째, 낮은 수준의 실행에 스캐폴딩을 제공함으
로써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고, 둘째, 보다 높은 수
준의 실행 기술과 전략에 대한 스캐폴딩을 제공함

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 기능이 처리되고 개

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범석 등, 2008). 가이
드라인 6에서의 스캐폴딩은 실행 기능 자체에 대한
스캐폴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스캐폴딩들

과 차별화된다. 가이드라인 6에서는 이를 위해 적절
한 목표 설정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기(6.1), 계획과
전략 개발 지원하기(6.2), 정보와 자원의 관리 촉진
하기(6.3), 학습 진전을 모니터링 하는 능력 향상시
키기(6.4)를 제안하고 있다.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학습 문제 형식으

로 제시된 학습 목표를 학생들에게 직접 써보게 하

는 것(그림 14)을 통해 제시된 학습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아울러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목표를 설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6.1). 하지만 학습자
들에게 학습 목표 설정을 위한 안내는 별도로 제공

그림 14. 학습 문제 직접 써보기



<연구논문> 보편적 학습 설계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4학년 과학 디지털 교과서 분석 : 서정희․성정희․구양미 453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생들이 도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개인적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안내가 제

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탐구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탐구노트’(그
림 15)를 비롯한 활동 템플릿을 제공하여 목표 달성
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6.2).
학생들은 이 템플릿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채우

면서관찰계획을세우게된다. 현재는학생들이작성
한 내용을 저장하여 제출하면 교사가 검토하여 피

드백을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학생 스스
로 자신의 계획을 체크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를 제공한다면 학생의 학습 자율성 향상(7.1)
이나 자기평가와 성찰(9.3)의 기회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행 과정별로 학습 전략을 코치하는 학습
에이전트를 삽입하는 것(5.3)도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습과정을 안내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향후 디지

털 교과서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수 있

다. 그리고 ‘자신의 전략 발표하기’, ‘친구와 전략 비
교하기’ 등의활동이나메뉴를추가한다면학생들의
학습전략개발을지원하는데유용할것으로보인다.
한편, 정보를 조직화하고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와 자원의 관리를 촉진해야 한다(6.3). 이와 관
련하여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탐구

노트와 같이 학생들로부터 직접적인 반응을 요구하

는 각종 활동지들이 정보와 자원 관리의 주요한 촉

진요소이다(그림 16, 그림 17). 데이터 수집을 위한
양식이나 정보를 분류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삽입된

각종 활동 촉진자, 마인드맵과 같은 그래픽 조직자, 
노트필기 등을 안내하는 체크리스트 등이 학생들의

그림 15. 탐구 노트를 통한 탐구 계획 안내

실행 기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등과학에서는 탐구 활동으로 관찰, 분류, 측
정, 예상, 추리,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활
동은 매 단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

들에게 각각의 탐구 전략을 익히게 하는 차원에서

각 탐구 활동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면 탐구 능

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업 지원]의 [진도] 메뉴에서는 진도 관리가 가

능하며, 형성 평가가 매 학습 주제별로 제공되고 있
어 학습의 진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방안을 제공

(6.4)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진도를 확인하는 것
외에 형성적 피드백을 제공해 주고 있지는 못하며

자기진단이나 반성 전략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원칙 3. 학습자에게 다양한 동기 부여의 수단을 

제공한다.

학생이 학습에 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16. 데이터 수집 양식

그림 17. 정보의 분류와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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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7. 모든 학습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동기유발) 선택권을 제공한다. 

학생마다 흥미를 느끼는 대상이나 전략이 다르며, 
같은 학생도 시간과 환경에 따라 흥미를 일으키는

양상이달라질수있으므로학생의차이를반영한흥

미유발전략이필요하다. 이를위해가이드라인 7에
서는 개인적 선택과 자율성 최대화하기(7.1), 관련
성, 가치, 실제성 최대화하기(7.2), 학습에 대한 위협
과 방해 최소화하기(7.3)를 제안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재량권

과 자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안한 정보

제시와 표현을 위한 방법의 다양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과
학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서책형 교과서와는 달리

학습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나 활동들이 보완

되어 있어(그림 18) 학생들의 내용 선택과 자율성을
어느정도는보장하고있다(7.1). 그러나많은경우이
러한 자료들이 개인의 선호에 따른 선택의 내용이

아닌 필수 학습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늘리는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임철일
등, 2011). 따라서보편적학습설계의측면에서는학
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보다 충분히 제공

하고,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안내도 구체적으로 제공
하여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내용과 활동을 효

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책갈피, 메모, 필기구 선택 기능은 디지털 교과서

에자유롭게자신의색깔을입힐수있게하며, 외부
학습 자원의 링크 및 스스로 생성한 자료의 업로드

등을 통한 내용 추가 등도 가능하다. 이것은 학습자
들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 자료나 자원에 직접

연결시키게 함으로써(그림 19) 개인의 선택과 자율

그림 18. 서책형 교과서에서 추가된 선택 가능한 다양한
내용과 활동

그림 19. 하이퍼링크 생성 및 링크 연결(사이버가정학습)

성향상을통한흥미유발(7.1)과아울러학습내용과
의관련성과실제성을증진시켜줄수있게한다(7.2).
학습자는 학습 내용이 자신과 관련이 있고 자신

이 학습하는 것이 가치 있고, 유의미하고, 재미있다
고 느끼면 학습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학습 효과는

극대화된다. 관련성, 가치, 실제성 최대화하기(7.2)
는 정보 제시에서 배경 지식의 활성화를 통한 이해

증진(3.1)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학습도입부에서 제
시되는 일상생활 사례나 위대한 과학자를 통해 확

인한 과학의 가치 등과 관련될 수 있다. 그리고 과
학과에서 제공되는 탐구 도구형 콘텐츠는 실제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학과 디
지털 교과서 콘텐츠로 구현된 돋보기 기능에서 학

습자는 돋보기를 움직일 때 실제 돋보기를 가지고

흙을 관찰할 때와 같은 실제적인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그림 20). 앞으로 증강현실(AR)이나 3D 콘텐츠
가 디지털 교과서에 포함되면 이러한 실제성은 한

층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0. 돋보기를 움직여서 흙을 확대하여 관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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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방해 요인을 줄이기 위한 선택권의 제공

(7.3)측면에서 현재의 과학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동
영상 플레이 속도가 조절되지 않아 학습의 속도를

맞추기가 어렵고, 일부 자료에서 배경 음향이 학습
내용 전달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동영상 플레이
속도의 조절, 배경 음향 효과 삭제 옵션 등의 학습
방해 요인 개별 조절 기능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 8. 모든 학습자들에게 노력과 인내

를 유지하기 위한(동기지속) 선택권을 제공한다.

학습자의 동기를 지속하기 위한 전략도 동기 유

발 전략처럼 학생마다 다르다. 학생들의 개인차는
학습초기의 동기, 자기규제 능력과 기술, 맥락적인
방해 요소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와

같은 요인들의 차이이다(고범석 등, 2008).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주기

위하여 보편적 학습 설계에서는 학습 목표와 목적의

특징과 가치를 부각시키기(8.1) 도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요구와 자원을 다양화하기(8.2). 협력과 의사소
통을 장려하기(8.3), 완성적 피드백 증진시키기(8.4)
를 제안한다. 
학습 목표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8.1)과 관련하

여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학습 주제의 화면

상단에 ‘학습 문제’ 메뉴를 별도로 제공하여 학습
목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그림
21). 그러나 목표를 환기시키는 안내 제공이나 목표
달성 결과 확인 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 문제(학습 목표)와 학습 정리 및 형성 평가와
의 연계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강화시킬 필요
가 있다. 
도전 수준과 지원 수준의 다양화 측면(8.2)과 관

그림 21. 학습 목표의 메뉴화를 통한 지속적 확인 제공

련하여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에는 학습자의 수준에

대한 고려가 부재한 실정이다. 디지털 교과서 [수업
지원] 도구에는 [수준관리] 메뉴가 존재하여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을 상, 중, 하로 관리하고, 수준에 따
른 학습 내용이나 학습 순서를 조정할 수는 있으나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이를 위한 수준별 콘

텐츠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현재 영어과에서만 학
습 내용을 상, 중, 하 세 수준으로 나누어 수준별 학
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협력과 의사소통 증진과 관련하여(8.3) 과학과 디

지털 교과서를 비롯하여 디지털 교과서 전체적으로

토론방, 게시판, 메모, 알림장, 과제방, 질문방 등의
협력 및 의사소통 활동이 학습 관리 시스템(LMS)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많은 학
교들에서 학교 홈페이지나 학급 홈페이지를 운영하

고 있는데, 이들과 디지털 교과서 시스템과의 연동
이나오프라인과차별화된온라인소통활동의촉진, 
웹 2.0 도구 등과 같은 협업을 촉진하는 도구의 활
용등이보완점으로언급되고있다(임철일등, 2011).
완성적 피드백 증진(8.4) 측면에서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는 정오답의 확인과 정답에 대한 간단한 풀

이를 제공하는 형태의 피드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림 22). 보편적 학습 설계에서는 완성적 피드백
(mastery-oriented feedback)을 지향한다. 이것은 상대
적인수행 능력보다노력, 향상, 기준에의 도달을격
려하며, 연속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제공되며, 비교
하거나 경쟁을 유도하기 보다는 실제적이고 정보

전달적인 피드백을 의미하는 것이다(장상현, 2010; 
고범석 등, 2008). 따라서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에
서 제공되는 평가는 완성적 피드백 제공이 가능한

형태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2. 형성평가 피드백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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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9. 자기조절을 위한 선택권을 제공

한다.

외적인 환경을 잘 설계하여 학생의 동기와 학습

에의 몰입을유발하는것못지않게(가이드라인 7, 8) 
학생들 스스로의 감정과 동기를 조정하는 내적 능

력을 키우는 것이 동기와 몰입을 촉진함에 있어 중

요하다(고범석 등, 2008). 가이드라인 9는 바로 이와
같은 내적 능력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스스

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자기 나름의 대응 전략을
발전시키며, 지속적인 자기평가와 성찰의 기회를

갖게 할 것을 제안한다. 
자기주도적인 성인 학습자가 아닌 초등학교 4학

년 학생들에게 이러한 자기조절의 선택권을 완전히

이양하기는 어려우며,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권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과 디
지털 교과서에는 학습 문제를 직접 적어보게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을 자기 목표 설정의 전

략을 배우고 능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더불어 저장된 학습 결과물에 대한 자기
평가의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성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소단원별로 반복적인 성찰 질
문(예. 배운 내용(지식, 탐구), 자신(생활)과의 관련
성 등)을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는 멀티미디어 및 상호작

용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 내가 만든 콘텐츠 추
가 기능, 가상실험 기회 제공, 학습정리 및 평가 기
능 강화 등의 강점과 클릭형 콘텐츠, 자기주도적 학
습을 위한 스캐폴딩 전략 부재, 학습 결과물 저장
시스템 미비, 무거운 콘텐츠 및 플랫폼 등의 문제점
도 함께 가지고 있다(임철일 등, 2011). 이와 같은
장단점을 가진 초등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의 내용

과 기능을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의 9가지 가이드
라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 과학 디지털 교과서는 보

편적 학습 설계의 ‘정보 제시 전략’ 측면에서 학습
자가 선호하는 인지나 이해를 위한 선택권을 일부

제공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교과서 보기 기능에 대
한 옵션, 시각과 청각 정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자막이나 음성자료 제공, 하나의 내용에 대한

다양한 자료(텍스트, 동영상, 애니메이션, 상호작용
적 콘텐츠 등) 제공을 통한 선택권 확대 및 이해 증
진, 용어사전 활용, 마인드맵 툴을 활용한 구조 및
관계 명료화, 배경 지식 활성화, 학습 정리 등을 통
한 배경지식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다양한 인지나 이해 전략을 만

족시키기에는 제공되는 자료의 양이나 대체 기능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 음성 자료의 제공은 도입문
을 그대로 읽어주는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었고,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에서는 자
막처리가미흡하여초등학교 4학년학생이해설자가
읽어주는 내용을 이해하고 핵심 개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사전은 내용
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어렵게 진술되어 있으
며, 본문 내용에서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지 않아 활
용이 불편하였다. 학생들의 정보 처리 과정을 안내
하기 위한 스캐폴딩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개념
들간의 연결이나 전이 및 일반화를 위한 전략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 4학년 과학 디지털 교과서는 보편적

학습 설계의 ‘다양한 행동 및 표현 방법’ 측면에서
펜으로 글씨를 쓰듯이 화면상에서 필기를 할 수 있

고, 마우스나키보드를활용할수도있다. 그리고말과
글,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들
을제공하고있었다. 그러나현재태블릿 PC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에서 스크린터치의 민감도나 전자펜

으로 하는 필기의 자연스러움이 부족하여 학습에

장애요인이 되기도 하며, 조이스틱, 손, 적응형 키보
드 등 입력 기능 등이 확장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형태는 대부분이 키보드나 전자펜

을 활용한 텍스트 입력이다. 마인드맵이나 상추라
는 일부 구조도나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도구가 제

공되고는 있으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자연스럽고 충분히 표현하기에는 기능상의

제약이 많았다. 말로 표현하게 하거나, 터치스크린
의 장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손으로 직접 화면상

에 그리게 하거나, 상호작용 프로그램이나 저작용
도구를활용하게하는활동이보강될필요가있다. 특
히 초등학교 4학년 과학 학습은 대부분 사물을 직
접적으로 관찰하고 조작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실험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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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실험, 시뮬레이션 등)와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활동(응용, 분석, 종합)을 지원하는 콘텐
츠와 기능들을 늘려야할 것이다. 또한 메모, 쪽지, 
토론 등의 의사소통 도구들이 현재는 대부분 게시

판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디자인이나 기능 측면에서

초등학생들의 기호에 맞고 학생들의 의사소통 활동

을 촉진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생들은 매 단원과 주제마다 제시되는 과

학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유

능한 문제 해결자로서의 전략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정보와 자원
관리, 자기학습 성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현재
초등 4학년 과학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활동지 작성
을 통해 이러한 전략의 일부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즉, 학습과정에서 전략에 대한 강조나
성찰 및 평가의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 해결 능력 및 과학적 탐구 능력 등과 같은 실

행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의 개발과 추가가 필요

하였다.
셋째, 보편적 학습 설계의 ‘다양한 참여 방법’ 측

면에서 초등 4학년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에는 학습
흥미 유발을 위한 캐릭터, 애니메이션, 실생활 소재
활용 등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
부분이 단원이나 학습 주제 초반부에 동기 유발 요

소에 집중되어 있고, 동기 지속을 위한 전략은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학습자의 수준이
나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자별로 적절한 도전 수준

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학습 내용이나전략의 다양

성이 미흡하여 자원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또한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자유탐구와

같이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와 협력을 독려

하기 위한 활동들이 포함되었다. 여기서는 탐구 과
제 선정, 탐구 설계, 과정 등을 학습자 주도로 진행
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간 활발한 의사소
통과 협력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의 내용과 기능 설계에서는 자유 탐구를 비

롯한 과학 탐구 활동의 특성에 맞는 자기주도 학습

전략 및 협력 학습 활동 전략들이 보완될필요가 있

다. 현재 구현된 초등학교 4학년 과학과 디지털 교
과서에는 학습 활동을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한 발

문이 부족하고 학생들간 협력 활동과 평가를 통한

피드백 기능이 매우 미흡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협
동 글쓰기등이가능한웹 2.0 도구의활용이나학습

에이전트 활용, 자기평가와 성찰 활동 강화 및 체계
적이고 효과적인 피드백과 평가를 위한 전략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수렴하고 학습자의 능

력을 고려한 학습 자료의 개발과 환경의 설계는 맞

춤형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자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보편적 학습 설
계의 관점에서 현재 초등 4학년 과학교과서는 초보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보 제시, 표
현 방법, 참여 방법 등에서 학습자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 전략, 기능 등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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