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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사  개 경과 연수경험  지 과  용역량, 해수 , 과  식  태도에 미치는 

향  하  해 수행 었다.  해 경   전남지역 초· ·고등학  사 101  문결과  SPSS 통계

키지  용하여 하 다. 연 결과 남 사  지 과  용역량  여 사에 비해 통계적  았고 별 

 학  차 는 없었다. 또한 지 과  연수경험  는 사들  그 지 않  사들에 비해 해수  

았 나 용역량, 과  식, 태도는 차 가 없는 것  나타났다. 연 결과, 정보격차가 역  제 하고 

극복 고 는 점  특 사항  었 , 향후 지 과  전  해 학습  특  고 한 연수 프

그램 계  실천  개  었다.

주제어 : 지 과 , 사, 개 경, 원연수, 용역량, 해수 , 과 , 태도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of teachers’ backgrounds and digital textbook training

experiences on digital competency, understanding of the digital textbook, perception of the digital textbook 

effectiveness and attitude toward the digital textbook. A total of 101 valid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statistical package. As a result, 

male teachers showed higher digital competency than female teachers. Also, teachers who experienced with 

digital textbook training understood more about the digital textbook. It was suggested that a newly structured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for the digital textbook considering teachers’ personal backgrounds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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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산업의 발 에 따라 교육 역에서 디지털 환경의

도입이 꾸 히 이루어져 왔다. PC를 비롯한 인터넷, 모바

일 환경 뿐 아니라 최근에는 가상 실, 인공지능 등의 교

육 활용에 한 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디지털

교과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총아로 각 받으며 지난

10년간 일선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용시도가 있어왔

다. 디지털교과서는 각종 첨단기술의 집약을 통해 기능

이 지속 으로 개선되는 만큼 향후 지속 인 발 이 기

되고 있다.

세계 으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한 다수 국

가가 디지털교과서를 면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어, 디

지털교과서에 한 다양한 찬반논의의 시 를 지나 정착

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이 포착된다[1,2].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의 연구 시범학교를 통한

축 된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학교 장과

계자들 사이에서 비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3.4,

5]. 이를 고려할 때, 교육의 맥락과 그간의 용과정에

한 세부 인 고찰을 통해 향후 도약을 한 성찰이 필요

한 시 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간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본격

발한 스마트교육, 디지털교과서 활용의 주요한 주체인

교사 등과 련된 변인을 활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

다. 본 연구는 그간 명확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교

사의 개인 배경을 비롯하여 질 측면을 고려한 연수

경험을 통해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디지털교과서 활용역

량, 이해수 , 효과성 인식과 태도 등에 한 정 한 분석

을 바탕으로 향후 교사변인을 고려한 디지털교과서 연수

의 방향과 련정책의 망을 제시해 교육 분야에서의

IT 용을 성공 으로 이끄는데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교사의 개인배경과 련된 선행연구는 드물면서

도 일 되지 않으며, 연수경험의 질 측면에 한 고려

가 미비하 던 이 고려되었다. 한 교사의 비도 측

면에 있어서는 표면 인 역량과 이해수 을 비롯하여 디

지털교과서에 한 인식과 태도의 정의 측면을 종합

으로 고려함으로써 향후 디지털교과서 정책시행과 련

된 교사변인의 종합 인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연구변인

을 선정하 다.

2. 적 경 

2.1 지 과  스마트

디지털교과서는 2002년 당시 교육인 자원부가 수립

한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교수-학습체제 구축 비

자교과서 개발 ․장기 계획’을 통해 처음 공식

으로 추진되었고, 이후 정책이 구체화된 것은 2007년 수

립된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 방안’과 같은 해 후속 조

치로 마련된 ‘디지털교과서 개발·집행 계획’을 통해서

산이 확보되고 실행력을 갖게 되면서이다[6].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한 정부의 세부정책이 발표됨

에 따라 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정 식

(2008)은 디지털교과서를 학생들을 한 자 작물로서

유용한 멀티미디어를 통합 제공하여,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수 별 맞춤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교재로 정의하

으며[7], 유 , 김세리(2008), 안순선(2012), 송윤희, 강

명희(2011)등은 서책형교과서의 형식과 교과내용의 본래

목 과 의미에 충실한 범 내에서 교사의 극 인 교

수활동과 학습자의 풍부한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교과

서의 기본내용과 련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

도록 해주는 멀티미디어와 다양한 디지털 부가기능들을

포함하는 교수-학습용 교재로 정의하 다[8,9,10]. 이밖

에도 변호승, 최정임, 송재신(2006)은 기존 서책형 교과

서를 자화하여 서책이 가지는 장 과 아울러 검색, 내

비게이션 등의 부가 편의 기능과 애니메이션, 3D 등멀티

미디어, 학습지원 기능을 탑재하여 편의성과 학습 효과

성을 극 화한 교재로 정의하 다[11].

디지털교과서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도한

‘스마트교육 추진 략’과 더불어 더욱 가속화되었다. 교

육부(2011)는 스마트교육을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한 지능형 맞춤 학습 체제로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

방법 평가 등 교육체제를 신하는 동력”으로 정의하

다[12]. 다시 말해, 스마트교육은 통 인 교육환경에

한 변화를 이끌기 한 교수-학습체제로서, 학습자 간,

학습자와 교사 간 상호작용을 효과 으로 지원하고, 자

기주도 인 학습 환경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학습자

심의 학습방법을 내포하고 있다[13].

스마트교육을 뒷받침 할 세부 인 추진과제로는 첫째,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용, 둘째, 온라인 수업 활성화

온라인 평가체제구축, 셋째, 교육콘텐츠 이용 환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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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역기능 해소를 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 넷째,

교원의 스마트교육 실천 역량 강화, 다섯째, 클라우드 교

육 서비스 기반 조성이 있다[14,22,24]. 그 에서도 특히

디지털교과서의 활용은 스마트교육 구 에 필수 인 요

소이다[25,26].

디지털교과서는 교과 내용에 다양한 참고자료와 학습

지원 기능이 부가된 미래형 교과서로, 사진, 동 상, 애니

메이션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와 평가문항, 사 등 다양

한 학습 참고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

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효과 으로 지원하는 디지털교

재이다[21,23]. 기존에는 서책형 교과서를 통해 정형화된

지식만을 배워야 했다면, 앞으로는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선택하여 자신만의 교과서

를 만들 수 있다.

2.2 연  

교사를 상으로 한 디지털교과서 련 설문 선행연

구들은 스마트교육 정책이 발표된 이후 본격화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교사의 개인배경과 스마트교육 이해수

을 바탕으로 스마트교육에 한 태도를 분석한 연구에

서는 이들의 다양한 계가 분석되었다[15]. 총 282명의

고등학교 교사를 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연구문제를

확인한 결과 개인배경으로 활용한 성별, 연령, 스마트기

기 보유여부 연령이 태도와 유의미하게 음의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스마

트교육에 해 부정 인식을, 낮을수록 정 인식을

하 다. 한 스마트교육 이해도가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쳐 스마트교육에 한 이해수 이 높을수록 스마

트교육에 해서도 반 으로 우호 인 태도를 보 다.

상기 연구 이외에 다양한교사군 즉, 비교사 스마

트교육 선도교사 등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연구도 진행

되었다.

우선, 스마트폰의 교육 활용에 한 비교사의 인

식조사를 통한 학교정책 개선방안 연구[16]에서는 스마

트교육이 확산되었을 때 주요한 기기로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 한 향

후 교사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

었다. 연구결과, 비교사들은 휴 폰을 교내에 반입하는

것에 해서는 체로 립 인 입장을 보 으나 수업시

간에 소지하고 있는 것에 해서는 부정 인 의견을 보

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휴 폰을 수업시간에 사용

하는 행 에 해서는 설문에 응한 146명 89.7%인 131

명이 “매우 반 ” 는 “반 ”하여 스마트폰의 교육 활

용가능성에 해서 향후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스마트폰을 교육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자원에 근이 가능한 효율 인 교수학

습 교수학습 보조도구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것

이 구 될 때 스마트교육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바라

보았다.

한편, 스마트교육 선도교사를 상으로 시행한 연구는

스마트교육 교사의 직무수행 지침과 방향 근거를 제시할

목 으로 일반교사와 비교한 직무 인식차이를 요도-

수행도 분석(Important-Performance Analysis: IPA)을

통해 시행하 다[17]. 그 결과 직무수행도에 있어서 ‘수업

지도’와 ‘학 경 ’ 역에서 선도교사의 직무수행도가

일반교사의 직무수행도 보다 낮게 나타났다. 해당 연구

는 그 원인에 해 스마트교육 선도교사의 수행직무나

수업환경이 스마트교육에 최 화 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교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는 가운데 추가

로 스마트교육 련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의 과부화가 걸리게 되며, 이러한 상황이 선도교사

의 직무수행도를 낮게 만들기 때문인 것으로 악하 다.

한 스마트교육 선도교사들은 직무와 련된 역

수업 지도, 학생 지도, 학 경 , 교육과정 편성 운 ,

학부모 외 계, 연수 활동 역에서 요도 보다

수행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선도교사들이 요하게

평가하는 역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환경이 이

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을 시사하 다.

디지털 기기에 한 설문연구 교육의 다른 축인

학부모들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도 있었다[18]. 이 연구

에서 등학교 학부모 432명을 상으로 한 설문결과 컴

퓨터가 자녀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립 는 정

인 비율과 비교했을 때 스마트폰 는 휴 폰은 부정

인 응답이 85.5%에 달했다. 태블릿 pc의 경우 5 척도

에서 부정 의견이 44.2%, 립의견이 35.4%로서 정

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결과 다. 그러나 스마트교육에

한 친숙도와 이해도는 체 으로 립 는 비교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교육이 확산되기

한 제조건으로 교육방식의 변화를 통해 자기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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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력, 탐구능력, 창의성 등이 신장되는 교육의 필요

성을 강조하 다.

선행 연구들은 체 으로 일 되지 않은 연구결과들

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디지털교과서의 본격 인 활용을

비하여 체계 인 비와 응에 한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등학

교 교사들을 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 그들이 태

도측면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비가 되어 있지 않

음이 확인되었으며, 실제 사용에 해서도 우려를 표명

하고 있었음이 밝 지기도 했다[19].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지난 10년간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했던 경험에 비해 교사 학부모 집단들은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성에 해 확신단계에 있지 않을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와 련하여 본 연구는 교사들이 디지

털교과서를 처음 하게 되는 연수의 시 에서부터 디지

털교과서가 어떻게 인식되고 활용되는지를 교사의 개인

변인인 성별, 연령, 학교 , 연수경험 등을 고려하여 디지

털교과서 활용역량, 이해수 , 효과성 인식 태도 등을

종합 으로 분석하여 향후 발 에 한 근본 인 고찰을

하고자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1. 교사의 성별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활용역량, 이해

수 , 효과성 인식, 그리고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2. 교사의 연령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활용역량, 이해

수 , 효과성 인식, 그리고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3. 교사의 학교 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활용역량, 이

해수 , 효과성 인식, 그리고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4. 교사의 연수경험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활용역량,

이해수 , 효과성 인식, 그리고 태도에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한다.

3. 연  

3.1 연 상

본 연구 상은 경기 남 소재 · ·고등학교 교

사들이 참여하 다. 2015년 5월 온라인 설문조사가 실시

되었으며, 연구 상은 편의 방법으로 섭외하 다. 설문

회수 결과 총 103명이 응답하 고, 복응답 내용 부

실 응답자 2명을 제외한 총 101명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

었다. 설문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Table 1>과

같다.

Index Frequency Ratio(%)

gender
male 35 34.7

female 66 65.3

age
-34 50 49.5

35- 51 50.5

school level

elementary 46 45.5

middle 26 25.7

high 29 28.7

training

experience

experienced 38 37.6

not experienced 63 62.4

<Table 1> Demographics of the Subjects 

3.2 연 도

본 연구목 을 확인하기 해 연구를 한 설문지가

설계, 개발되었다. 설문 항목은 유사 선행연구의 도구들

을 참조하여 본 연구목 에 맞게 수정 보완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변인들과 련된 동일한

선행 설문항목들은 드물어 일부는 직 설문항목을 개발

하 다. 따라서 설문항목 개발 과정에서 구인들의 특성

에 기반하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고려하 다. 개

발 후에는 문가 2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를 확보 받았

다. 독립변인인 성별, 연령, 학교 , 교원연수 경험은 해

당항목에 체크하도록 구성되었다. 종속변인은 Likert 5

척도를 기반으로 “ 그 지 않다”부터 “매우 그 다”

로 기입하도록 이루어졌다.

구체 으로 디지털교과서 활용역량은 총 3문항으로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룬다”, “디지털 기기

에 설치된 수업용 어 리 이션 각종 소 트웨어를

잘 다룰 자신이 있다”, “수업 디지털 기기 소 트웨

어의 작동과 련된 기술 문제가 발생하여도 잘 해결

할 자신이 있다”로 이루어져 있다. 신뢰도는 Cronbach α

=.914 다.

디지털교과서 이해수 은 총 4문항으로 “디지털교과

서의 개념을 알고 있다”, “디지털교과서의 장·단 을 알

고 있다”, “디지털교과서와 서책형 교과서의 차이 을 설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교과서의 주요 기능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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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할 수 있다”이다. 신뢰도는 Cronbach α=.919 다.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인식과 련하여서는 총 11문항

으로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

다”,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흥미 동기 유발에 효

과 이다”, “디지털교과서는 선생님의 학습지도나 리

시간을 여 다”,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응용력을

향상시킨다”,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에

도움이 된다”,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참여도를

높인다”, “디지털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높

인다”,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를 증가시

킨다”,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향상에 도

움이 된다”, “디지털교과서는 자료 탐색 활용에 효과

이다”이다. 신뢰도는 Cronbach α=.909 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련된 태도는 단일

문항으로써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항목에 해 “매우 반 한다”에서 “매우 찬성한다”

의 5 척도로 이루어졌다.

3.3 연 절차  료

온라인 설문도구(surveymonkey.com)를 활용하여 시

행된 설문결과는 SPSS를 활용한 ANOVA 방법을 통해

결과가 분석되었다. 한 결과의 효과 정도를 단하기

해 η2 값이 활용되었다.

4. 연 결과 

4.1 별에  결과

성별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기 한 기술통계값은 다

음과 같다.

Index
male female

M SD M SD

competency 11.80 3.31 9.50 2.62

understanding 14.94 3.47 14.47 3.37

effectiveness 36.89 7.28 37.27 6.96

attitude 3.31 0.99 3.14 0.97

* span : competency (3-15), understanding (4-20), effectiveness

(11-55), attitude (1-5)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by gender

성별을 포함하여 향후 기재되는 기술통계값들의 수

범 는 다음과 같다. 활용역량 3-15 , 이해수 4-20 ,

효과성 인식 11-55 , 태도 1-5 이다. 수 범 산정은

Likert 5 척도를 기 으로 문항수를 곱한 값의 결과로

표시되었다. 다음은 기술통계값에 기반한 성별에 따른

결과이다.

Index F Sig. η2

competency 14.605 .000*** .129

understanding .441 .508 .004

effectiveness .036 .850 .000

attitude .752 .388 .008

***p<.001

<Table 3> Results by gender

성별에 따른 결과는 남성교사의 디지털교과서 활용역

량이 여성교사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

이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효과크기는 η
2=.129 다. 나머지 역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다.

4.2 연 에  결과

연령에 따른 종속변인들의 기술통계값은 다음과 같다.

Index
male female

M SD M SD

competency 10.08 2.81 10.51 3.32

understanding 14.62 3.62 14.65 3.20

effectiveness 36.80 7.43 37.33 6.70

attitude 3.16 .98 3.24 .99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by age

연령에 따른 종속변인들내에서의 차이결과는 다음과

같다.

Index F Sig. η2

competency .493 .484 .005

understanding .002 .968 .000

effectiveness .144 .705 .001

attitude .148 .702 .001

<Table 5> Results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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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결과분석을 보면 디지털교과서 활용역량,

이해수 , 효과성 인식, 태도 모두 연령에 따라 통계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연령에 따른 정보격차가 있

다고 보기 어려웠다.

4.3 학 에  결과

학교 에 따른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Index
elementary middle high

M SD M SD M SD

competency 10.30 3.13 11.15 2.26 9.52 3.47

understanding 14.48 3.18 15.54 2.85 14.07 4.07

effectiveness 36.35 6.40 39.38 7.45 36.14 7.41

attitude 3.13 1.07 3.46 .95 3.07 .84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by school level

종속변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Index F Sig. η2

competency 1.990 .142 .039

understanding 1.382 .256 .027

effectiveness 1.937 .150 .038

attitude 1.309 .275 .026

<Table 7> Results by school level

학교 에 따른 경우 역시 , , 고등학교 단계에 따

른 종속변인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4 연수경험에  결과

연수경험에 따른 기술통계값이 <Table 8>에 기재되

었다.

Index
experienced non-experienced

M SD M SD

competency 11.00 2.94 9.87 3.09

understanding 16.37 2.55 13.59 3.43

effectiveness 37.95 7.86 36.54 6.51

attitude 3.26 .98 3.16 .99

<Table 8> Descriptive statistics by training experience

종속변인에 따른 결과값은 <Table 9>와 다음과 같다.

연수경험에 따른 결과는 디지털교과서 련 연수경험

이 있는 교사들의 디지털교과서 이해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01) 효과크기는 η2=.159 다. 한편 활용역

량이나 효과성, 태도에 한 부분은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연수가 지식수 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연수내용이 실제 활용과 련된 내용이 부족하고, 효과

성이나 태도에 한 정 인 인식을 갖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Index F Sig. η2

competency 3.272 .074 .032

understanding 18.709 .000*** .159

effectiveness .947 .333 .009

attitude .267 .606 .003

***p<.001

<Table 9> Results by training experience

5. 결   제언 

본 연구는 교사의 개인배경인 성별, 연령, 학교 을 비

롯하여 디지털교과서 연수경험에 따라 디지털교과서의

활용역량과 이해수 , 효과성 인식 태도에 미치는

향수 을 이해하기 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해 디지털교과서 활용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디지털교과서 연수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디지

털교과서에 해 높은 이해수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연령과 학교 에서는 종속변인간 차이가 발

견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디지털교과서 연수 이후에도

역량이나 효과성, 태도가 특별히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

운 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 이 제기된다.

첫째, 그간 오랫동안 지 되어 왔던 정보격차의 이슈

연령문제가 본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반면 남녀교사

간의 디지털교과서 활용역량에는 여 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보아, 교사연수 등의 기회를 통해 여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집 경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

이 확인되었다. 둘째, 디지털교과서 연수를 통해 교사들

의 디지털교과서에 한 이해수 을 제고시킬 수는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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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연수경험이 디지털교과서에 한 활용역량을 증가

시키거나 효과성 태도에 한 정 인 결과를 도출

해 왔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는 디지털교과서 연수의 효

과에 한 면 검토가 필요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었으

며, 따라서 디지털교과서 련 연수 교육과정이 디지털

교과서 선도교사로서 명실상부한 역량과 효과성 인식,

태도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식으로 환되기 해 요구

분석, 교육내용, 교육방식, 평가 환류 등 교원연수에

한 반 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

되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교과서 연수와 교사의 개인변

인이 종합 으로 고려된 탄력 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른 이해수

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보다 다양한 교사

샘 들에서는 주요 변인들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 히 있으므로 교사의 요구와 배경 등을 최 으로 고

려한 실질 인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를 들어

지역별, 학교별, 는 교원별 요구와 배경이상이할 수 있

으므로 극 으로 맞춤형 방식의 연수를 구성하여 디지

털교과서 역량을 실질 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구조화되어야 한다.

디지털교과서 교원연수의 개선은 디지털교과서의 성

공 인 용을 이끌 수 있는 첫걸음이다. 지난 10년간 소

기의 성과들이 향후 디지털교과서의 발 과 학교 장에

안정 인 정착을 유도하기 해 제 련 요소들의 면

한 분석과 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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