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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16년 이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은 미래 사회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우려와 기대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또한 미래 사회를 이끌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어려운 기술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무인 발권, 모바일
은행, 인공지능 스피커 등 어느새 우리 주변의 많은 환경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디지털화되는 산업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역량(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가
정보화 기본 계획(6차)’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등을 통해 디지털 역량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 과제로 발굴되어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종호 박사가 책임자로
이철현 교수, 이영민 박사, 이남철 박사, 오관택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종호 박사는 1장, 3장, 4장, 5장, 6장을 작성했으며,
이철현 교수는 2장을, 이영민, 이남철 박사는 3장을, 오관택 연구원은
4장을 작성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추진 과정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은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연구진의 개인 견해임을 밝힌다.

2019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나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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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xi

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디지털 사회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디지털 역량은 오
히려 퇴보하고 있는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직업계고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동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직업계고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Ⅱ. 주요 연구 내용
1. 연구 내용
기존 디지털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행연
구를 분석하여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디지털 역량에
대한 재정의하였다. 디지털 역량 재정의는 개념 정의와 구성요소 도출
로 진행되었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검증(델파이 조사)을 실시하여 최
종안을 마련하였다.
국내의 경우 국가 정책 차원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본 계획을 근간으로
온 국민의 정보화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다양한 기관과 정책 사업으로
ICT 교육, 정보 교육, SW 교육 등을 추진하였다. 디지털 역량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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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해외 사례에 비해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했고 그
에 따라 교육 내용, 지원 정책 등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직업계고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 실시를 위해 이해 당사자인 직업
계고 교원, 학생, 그리고 고졸취업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디
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 실태(교원만 해당), 요구 사항을
조사하였다. 대상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디지털 역량 교육의 필요
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고, 교육 방법에서는 선호도의 차이는 있었지
만 다양한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직업계고 디지털 역량 교육 방안’과 연구협력
진(직업계고 교사, 디지털 역량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이를 반영한
예시자료를 제시하였다. 직업계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직업계고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고, 직업계고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
육 방법으로 교과목 신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실시 등 네 가지 방법
제안하였다. 직업계고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은 교원 연수와
인프라(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지원 방안 제안

2. 연구 결과

□ 직업계고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 내용
일상생활과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디지털 역량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갖추어야 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소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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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디지털 역량 교육의 위상

직업계고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 내용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역량의
개념 및 구성 요소(안)의 세부 역량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교육 내용을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동 연구에서 도출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과
구성 요소(안)의 세부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교사가 선
정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직업계고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 방법
디지털 역량 교육 방법은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획일화된 방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개별 학교의 여건에 맞게 제안한 교육 방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
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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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별도의 교과목을 신설하여 교육 실시
- 둘째, 기존 교과목에 일부 내용으로 추가하여 교육 실시
-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교육 실시
- 넷째,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기존 교과에서 교육 실시

□ 직업계고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지원
방으로 교원 연수와 학교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역량 교원
연수의 내용은 교원이라면 누구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인프라는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유무선)과 디지털 기기의 수업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Ⅲ. 정책 제언
1. 전 국민의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 함양
향후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 내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국가와 사회는 당장 앞으로 다가올 사회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디지털 역량 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경우 이해관계자
(지자체, 기업, 교사, 학생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개발 조직
및 절차를 보완
둘째, 수요자 중심과 다양성 측면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지역
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체계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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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는 교육’
학교의 모든 장소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하고(특정 교실에서만
인터넷 수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수업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모델 개발과 교사와 학생, 학
부모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하는 수업 진행에 대한 이해
와 협조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연수, 워크숍 등)이 필요하다. 다
양한 스마트 기기와 콘텐츠, 소프트웨어에 대해 ‘잘 활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침, 수업 자료 개
발, 교원 연수 실시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3.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개발
교원 양성 과정에서 교육 내용 중심의 양성 과정도 중요하지만, 디
지털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역량 개발과 디지털 환경에 대
한 이해 또한 교원의 기본 역량이 되어야 한다.
교원 연수 과정도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정보화 교육을 한 단계 업
그레이드하여 디지털 역량을 키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수가 확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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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는 어느새 정보 통신 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낯
선 장소를 내비게이션을 통해 어려움 없이 찾아갈 수 있고, 아침이면
스마트폰에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오늘의 날씨를 확인할
수 있다. 생일을 맞이한 친구에게 온라인으로 선물을 검색하여 바로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
기도 하고, 종업원이 아닌 키오스크를 통해 햄버거를 주문하기도 한
다. 원격 화상 장비를 이용하여 회의를 하거나 진료를 받을 수도 있
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
리는 이미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갈 만큼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1)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직
1)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
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자료: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terms.tta.or.kr/,
201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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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도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직업생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많은 해외 국가에서 이러한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준
비를 진행하고 있다. SW 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의무화하기도
하고, 2006년부터 유럽연합에서는 미래 시대의 학습자 역량으로 ‘디지털
역량’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이현숙 외, 2019). 또한 2017년
이후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국가경쟁력을 위한 어젠다로 설정하여 각종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국가(중국, 싱가포르 등)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역량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세계적으로 5G 초고속 통신망을 갖추고 대내외적으로 IT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역량 수준은 정반대 상황이다. IEA
(2019) 자료에 따르면 ICILS 20182) 조사 결과 디지털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조사 항목의 결과가 11개의 조사국 중 우리나라가
하위권 또는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 준다. 조사
항목 중에는 학생들이 교실수업 중에, 또는 학교 밖에서 ICT를 활용
한 프로그램 이용 정도, 학교에서의 ICT 시설 및 기자재의 이용 정도,
수업 중 ICT 활용 정도(조사국 중에 최하위, 심지어 정보 과목에서조
차 활용 정도가 매우 낮음) 등이 있다(IEA, 2019). PISA 2015 조사
결과, 만 15세 학생들의 ICT 활용 및 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준
을 측정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한 조사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준과 학교 현장의 ICT 활용 교육 및 정보‧컴퓨터 교육
2) CIL(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과 CT(computational thinking)에 대해 11개국(칠레,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한국,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미국, 우루
과이), 2개의 벤치마킹 국가를 대상으로 학생(평균 14세)과 교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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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이현숙 외, 2019).
최근 관계부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2015. 9.)」에서 초․중․고에
이르는 전 교육과정에 SW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을 발
표했다(교육부, 2015a).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실과) 내용을 SW 기초
소양 교육으로 개편하고, 중학교의 경우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를
신설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정보’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
로 전환하였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생 직업교육훈련 혁
신 방안(2018. 7. 27.)」을 발표하면서 직업계고에서의 SW 교육을 의
무화하고, 직업계고에 4차 산업혁명 및 유망 분야에 대한 학과를 신설
하고 기준 학과를 구조 조정하는 등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
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고졸취
업 활성화 방안(2019. 1. 25.)」에서 미래 핵심 역량 제고를 위한 ‘SW
과목 이수･확대’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겠
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산업혁명
에 대응한 지능 정보 사회 중장기 종합대책(2016. 12. 27.)」에서 미
래 교육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정규 초․중․고 전 학년
에 SW 교육을 실시하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4차 인재를 2022년까지 9만
명 이상 배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혁신성장 선도산업 분야
(예: 미래 자동차, 스마트 팜, 스마트 공장, 드론, 스마트 시티, 핀테크,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 등)에 필요한 인재들을 SW 교육,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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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대학원 등을 통해 양성하겠다고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드 뉴
스,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AyMQ
==, 2019. 1. 14.).
요컨대, 교육부의 경우 학교 교육을 통해 SW 교육이 모든 학생에게
필요함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그 외의 정부기관은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사회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디지털 역량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직업계고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디
지털 역량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직업
계고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
으며, 세부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반영한 디
지털 역량에 대해 재정의(개념과 구성 요소)한다.
둘째, 직업계고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교육 방
안은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지원 방안 중심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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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그림 1-1] 연구 내용에 따른 연구 방법
연구 내용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역량 개념
- 디지털 역량 구성 요소의 정의

연구 방법

․ 문헌 조사
․ 전문가 협의회
․ 델파이 조사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현황 및 사례 분석
-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정부 정책
- 국내 디지털 역량 교육 현황 및 사례
- 해외 디지털 역량 교육 현황 및 사례

․문헌 조사
․전문가 협의회
․관계자 면담
․해외 출장

디지털 역량 교육 실태 및 요구 분석
- 직업계고(교원, 학생 총 250명)
- 기업(220개 기업 인사 담당자)

․설문 조사
․전문가 협의회

직업계고 디지털 역량 교육 방안(안) 도출
-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지원 방안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전문가 협의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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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
과 구성 요소의 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국내외 현황 및 사례 조
사,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직업계고와 기업의 실태와 요구 분석이
며, 이러한 연구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주요한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 관계자 면담, 사례 조사(국내외 출장), 전문가 협의회, 간담
회, 델파이 조사, 설문 조사 등이다.

1. 문헌 조사 및 관계자 면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역량’의 개념 정의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하고 분석한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반영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정의를 위해 관련 선행연
구를 정리‧분석한다.
디지털 역량 관련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존 문헌 자료를 분석
하여 정리하고, 관계자 면담을 통해 보완한다. 동 연구의 대상인 디지털
역량 관련 교육은 시대 변화에 따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
화라는 측면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과 교육을
배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차원에서 수행된 교육정보화 정책을
분석하였다. 국가 교육정보화 정책은 국가의 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통신망 인프라 구축 등과 함께 정보화 교육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5년 주기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역량 관련 교육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사례 분석은 일반 국
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교육정보화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최근 SW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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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창의과학재단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자 면담과 자료 분석을 통해 정리한다. 그 밖에 지자체
(교육청)와 민간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역량 관련 교육 현
황도 웹 자료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분석을 진행한다.
해외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현황 및 사례 분석은 기본적으로 선행
연구 및 문헌 자료 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추가적인 자료 확보와 관계
자면담이 필요한 경우 해외 출장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다.

2. 델파이 조사
델파이 조사는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 및 구성
요소’의 정의를 위해 실시한다. 델파이 위원은 10~15명 정도로, 분야
별 전문가를 섭외하여 진행한다.

3. 전문가 협의회
디지털 역량의 개념 및 구성 요소의 정의와 관련하여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최
종검증 및 보완 사항을 확인한다.
국내외 디지털 역량 교육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하면서 분야별 전문
가의 자문을 통해 내용 및 이슈를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직업계고 디지털 역량 교육 방안(안)’을 도출하는 과정
에서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종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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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출장
디지털 역량 교육의 해외 사례는 기본적으로 관련 문헌을 통해 정
리하고, 디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수행하고 있는 핀란드의 사례를 출장을 통해 면밀히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6. 설문 조사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개념 및 구성 요소의 정의, 국내외 디지털
역량 교육 현황 및 사례를 조사한 후에 이러한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직업계고와 직업계고에서 취업하는 관련 기업의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실태 및 요구 조사를 실시한다. 설문 조사는 전문 조사업체를 통
한 웹 조사(필요시 우편, 전화) 방식으로 진행하고, 전국 직업계고(특
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사 100명, 학생 150명, 고졸취업 기업 인사담
당자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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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제한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지털 역량 교육의 개념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정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화된 연구로 진행하고, 그 내
용을 직업계고에서의 교육 방안 도출을 위해 교육과정, 교원, 인프라
(시설 및 기자재) 중심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 수행 과정
에서 동 연구의 짧은 연구 기간(8개월)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 둔다.
첫째, 디지털 역량 교육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영역은 교원, 교육과정,
교과서, 인프라(시설 및 기자재), 교육 주체별 거버넌스(교육자치 등)
등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동 연구에서는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지원
방안(교원, 시설 및 기자재) 중심으로 수행한다.
둘째,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 주제에서는 우리나라 직
업계고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셋째,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교원 주제에서는 다양한 고려요소
(자격, 임용, 승진, 전보, 수업시수 등)가 있으나, 이 모든 것을 고려하
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로 역량 강화와 수업 진행 측면에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인프라(시설 및 기자재) 주제에서는
관련 규정과 지자체별 상황에 따른 상이한 운영 현황과 운영 방향이
있어 모든 상황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바람직한 미래 교육의 방향성
측면에서 필요한 인프라(시설 및 기자재) 확충 측면에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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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역량

제1절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역량의 개념
1. 4차 산업혁명
가. 4차 산업혁명의 개념 탐색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를 주제로 열린 제46회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이후 WEF)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2016년 3월 한국에서 열린 알파고(AlphaGo) 인
공지능 프로그램과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은 전 세계에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이후 4차 산업혁명은 정부
정책과 각종 선거공약에 적극 반영되었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통
상적인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을 표현하는 본래 용어는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으로, 독일의 제조업 영역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과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 용어를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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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 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또는 ‘산업 인터넷(industrial
internet)’으로도 부르고 있다(Deloitte, 2015b). 이 모든 용어와 개념이
갖는 공통적인 쟁점은 전통적인 제조산업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과정에 있다는 것으로, 현재의 산업 공정이 최신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점점 더 수용하여 과거의 단순 생산 자동화를 넘어서
생산 지능화로 전환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Deloitte(2015b)가 제시한 [그림 2-1]의 인더스트리 4.0의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혁명은 생산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인 기술의 도
입에 의해 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8세기 후반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식 생산 시설 도입을 통한 1차 산업혁명, 20세기 초반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도입을 통한 2차 산업혁명, 1970년대 초반 전기와
IT를 적용한 생산 자동화를 통한 3차 산업혁명을 거쳐, 사이버 물리적
사이버 물리적 생산 시스템(cyber physical production system, 이하
CPPS) 및 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결합에 기초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이
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CPPS는 분산 제어 및 고급 연결 기능
(IoT 기능)을 갖춘 스마트 자동화된 사이버 물리적 시스템으로서, 고
전적인 계층적 자동화 시스템을 유연한 대량 주문 생산 및 생산 수량의
유연성을 허용하도록 재구성하는 개념(Rojko, 2017)으로 볼 수 있다.
인더스트리 4.0 또는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생산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European Parliament,
2016). 인더스트리 4.0은 사물인터넷 기반의 컴퓨터 시스템이 물리적
생산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물리적 자기 조직 메커니즘에 기반한
분산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미래 스마트 팩토리의 모델로서, 가치
사슬을 따라 서로 자율적으로 소통하는 기술과 장치를 기반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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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제조 시스템은 공장 및
기업 내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수직적으로 네트워크화되고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산 가치 네트워크(value network)를 통해 주문이 들
어온 순간부터 생산을 거쳐 외부 물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프로세스가
실시간으로 관리된다(European Parliament, 2016; Crnjac, Veža &
Banduka, 2017).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는 다음과 같다(European
Parliament, 2016).

•산업 인터넷(industrial internet): 산업혁명과 인터넷혁명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인더스트리 4.0과 달리 웹을
제조를 넘어서 다른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것
이다.

•고급 제조(advanced manufacturing): 제품 또는 공정을 개선하는
기술 혁신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

•사이버-물리적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s): 센서, 프로세서 및
통신 기술과 같은 하드웨어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자
율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작업을 하게 하며, 상호 독립적 제어가
가능한 사이버 물리적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ICT 기반의 생산 과정을 갖는 제조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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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인더스트리 4.0의 개념

자료: Deloitte(2015b: 3)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인더스트리 4.0은 종종 디지털화 또는 본격적인 자동화로 설명된다.
또한 IoT, 빅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 로보틱스, 자율 시스템, 센서 및
자동화, 3D 프린팅과 같이 생산 방식을 발전시키는 신기술과 관련하
여 정의되기도 한다. 디지털화로 인더스트리 4.0이 생겼지만, 순수한
기술적 관점에서 인더스트리 4.0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
분하지 않다. 융합에 의해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 조직 및 문화의
변화를 통한 기업 혁신은 기술과 마찬가지로 인더스트리 4.0에 필수
요소이다. [그림 2-2]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더스트리 4.0의 개념을
도식화한 것이다(Australian Government, 2017). 그림에서 알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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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더스트리 4.0을 나타내는 디지털화 기반의 스마트 비즈니스 생
산 모델의 주요 목적은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제품의 생산 속
도 증가 및 생산 과정의 유연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2-2] 인더스트리 4.0의 개념

자료: Australian Government(2017: 9)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4차 산업혁명이 미래에 도래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증명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공허함을 내포한다는 비판적 관점
(강명구, 2018)도 있고,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
으로 무인차와 VR를 사용하는 정보화 혁명으로서 제조업과 ICT의 결합,
또는 제조업체의 ICT 기업화, 거꾸로 ICT 기업의 제조업체화가 4차
산업헉명의 정의의자 본질(최진기, 2018)이라는 간결한 개념도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2017)는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시스템, 사회, 삶 전반에 유발되는 혁신적 변화를
유발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능화가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여 기존 산업구조의 변화 등 산업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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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대변혁을 가져옴에 따라, 산업구조가 재정의되는 새로운 산업 질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산업･서비스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이 뒤
처질 위기가 공존한다는 경고도 하고 있다.

나. 4차 산업혁명의 특징
1) 디지털 전환적 관점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인 산업 및 제조업에 막대한 생산 능력을 부
여한다. 4차 산업혁명을 인더스트리 4.0 개념으로 인식하는 유럽의 주요
기관들은 혁신적 ICT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 현장이 스마트화됨에 따
라 나타나는 현상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으로 보고 있다.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Deloitte(2015b)는 인더스트리 4.0의
네 가지 주요 특징으로 스마트 생산시스템의 수직 네트워킹, 차세대
글로벌 가치 사슬 네트워크를 통한 수평적 통합,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학제적 엔지니어링, 기하급수적인 기술을 통한 가속화를 들고 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인더스트리 4.0의 주요 특징
주요 특징

주요 내용

스마트 생산
시스템의 수직
네트워킹

 CPPS를 사용하여 수요 또는 재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개별화된 생산 가능
 재료, 에너지 및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중점
 CPPS 작업 효율을 위해 근로자에게 새로운 기술 학습 요구

 구매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체 프로세스 체인에서
차세대 글로벌
투명성과 유연성 창출
가치 사슬
 제품 개발, 주문, 계획, 구성 및 배포에서도 고객별 대응을 통해
네트워크를 통한
품질, 시간, 위험, 가격 및 환경 지속 가능성과 같은 요인의
수평적 통합
실시간 동적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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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주요 내용

가치 사슬 전반에  제품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 및 정보 사용. 이를
걸친 학제적
통해 모델링부터 프로토타입 및 제품 단계까지 새롭고 보다
엔지니어링
유연한 프로세스를 정의할 수 있음
기하급수적인
기술을 통한
가속화

 인공지능(이하 AI), 고급 로봇공학 및 센서 기술, 나노 기술,
3D 프린팅 등이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개별화 및 유연성을
가속화

자료: Deloitte(2015b: 6-8)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2016) 또한 산업 현장의 생산시스템을
중심으로 인더스트리 4.0의 특징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표 2-2>와
같이 인더스트리 4.0의 주요 특징으로 상호 운용성, 가상화, 분산화,
실시간 기능, 모듈성 등 공장의 생산시스템이 지능화 및 상호 연결되고,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시간 상황에 대비하며, 유연한 맞춤형 생산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표 2-2> 인더스트리 4.0의 주요 특징
주요 특징

주요 내용

상호 운용성

 사이버-물리적 시스템을 통해 사람과 지능형 공장이 서로
연결되고 통신

가상화

 가상 공장 모델 및 시뮬레이션 모델과 센서 데이터를
연결하여 스마트 팩토리의 가상 사본 유지

분산화

 사이버-물리적 시스템이 자신의 의사 결정을 내리고 3D
프린팅과 같은 기술 덕분에 로컬 생산

실시간 기능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파생된 통찰을 즉시 제공

모듈성

 변화하는 요구 사항에 맞도록 개별 모듈을 교체하거나
확장하여 스마트 팩토리를 유연하게 적용

자료: European Parliament(2016: 21)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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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더스트리 4.0의 특징을 전체 시스템의 수평, 수직 및 디지털
통합적 관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통합의 주요 분야는 기업들이 서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표준화, 새로운 모델과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복잡한 시스템 관리, 고품질 정보 네트워크, 인터넷 연결
등의 포괄적인 인프라 스트럭처, 데이터 보호 등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직원 역할 변경 및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평생 학습이 가능한
작업 조직 및 설계, 법적 프레임워크 조화 및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
등이다(Crnjac, Veža & Banduka, 2017).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다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주는
함의로서 <표 2-3>과 같이 기술 발전의 가속화(accelration), 융합
(confergence), 그리고 개인화(individualisation)를 인더스트리 4.0의
특징으로 보기도 한다(Australian Government, 2017).

<표 2-3> 인더스트리 4.0의 주요 특징: 디지털 전환의 함의
주요 특징

주요 내용

기술 발전의 가속화

 최근 18개월~2년 사이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컴퓨터
초창기 시대부터 이루어진 전체 발전과 비슷

융합

 융합산업(예: 정보, 통신 및 엔터테인먼트), 융합 분야
(예: 유전학, 나노 기술, 로봇공학), 융합적 생물 및 물리
적 가상 세계(예: CPPS)의 경계를 허물고 있음

개인화

 온라인에서 스스로 만드는 디지털 정체성 심화
 개인 수요와 욕구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 판매 기대

자료: Australian Government(2017: 3)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2) 기술적 관점
4차 산업혁명은 연결성, 서비스 지향성, 첨단 소재 및 가공 기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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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인 첨단 제조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현상으로서, 연결성을 증가시켜
제조 네트워크 간의 상호 운용성을 증가시킨다. 제조 공정의 가상 프
로세스, 시뮬레이션 모델, 센서 데이터 등을 연결하여 제조 프로세스를
가상화시키고, 분산된 실시간 의사 결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및 분
석하여 제조업체에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림 2-3] 인더스트리 4.0의 혁신적 기술이 생산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10가지 사례

자료: BCG(2015: 5)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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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로봇과 같은 다
양한 혁신적 ICT 기술이 변화의 핵심동인이므로 4차 산업혁명을 가져온
혁신 기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Boston Consulting Group(2015)(이하 BCG)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
해 인더스트리 4.0의 혁신적 기술이 생산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10가지 사례를 [그림 2-3]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인
더스트리 4.0을 통한 변화가 생산 현장의 근로자에게 새로운 기술과
직무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근로자를 보조 또는 지원하여 제품의 생산
성과 품질을 향상하고 작업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다국적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인 Pricewaterhouse
Coopers(이하 PwC)는 관련 전문가 설문을 통해 인더스트리 4.0에 의한
주요 디지털 기술의 사용이 향후 5년 안에 어느 정도 증가할지를
[그림 2-4]와 같이 예측하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전
환의 핵심 기술인 연결된 센서, 3D 프린팅, 가상/증강 현실,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 드론 등은 향후 5년 내에 거의 2배 정도 활용도가 증
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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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주요 디지털 기술의 향후 5년 내 활용도 증가

자료: PwC(2017: 24)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WEF(2017)는 미래의 생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5가지 핵심 기
술과 이러한 기술 혁신 및 개발을 위한 정부, 비즈니스 및 학계의 역
할에 대해 12개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90명 이상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를 가지고 300명 이상의 비즈니스 리더, 정책 입안자
및 학계와의 토론을 통해 2016년도에 결정한 결과를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였다. 백서는 이 5가지 기술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첨단 로
봇, 웨어러블 및 3D 프린팅으로서, 이들 핵심 기술의 발전으로 제품
설계, 제조, 조립, 분배, 소비, 구입 후 서비스, 폐기, 심지어 재사용되
는 종류, 장소 및 방식을 전환시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WEF는 5가
지 핵심 기술의 도출을 위하여 [그림 2-5]와 같은 ‘생산 기술 레이더
(production technology radar)’를 개발하였다. 생산 기술 레이더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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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및 컴퓨팅, 분석 및 지능,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및 디지털 물리적
전환과 같은 ICT 기반 기술, 나노 기술, 생명공학을 포함하는 첨단 소
재, 신기술에 의해 기능이 보강되고 확장되는 고급 제조 공정, 지속가
능성에 초점을 두는 설계 접근법과 같은 제조철학의 6가지를 상위 범
주로 하여 각 범주별로 새롭게 나타난 기술을 모니터링하고, 우선순위
결정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주류로 채택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WEF(2017)가 선정한 5가지 핵심 기술은 수많은 전문가의 검증을 거
친 만큼 공신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5가지 핵심 기술 중
ICT 관련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포함시키는 것에 이의
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그림 2-5] 생산 기술 레이더: 비즈니스 리더 및 정책 입안자를 위한 지침

자료: WEF(2017: 7)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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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2019)은 국내 및 해외의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한 ICT 관련
기술 중 공통적으로 제시된 것들을 종합하여 대표 기술과 응용 기술로
구분하여 정리한 ICT 관련 미래 대표 기술 및 응용 기술을 <표 2-4>와
같이 제시하였다. 대표 기술에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로
보틱스, 웨어러블, 3D 프린팅, VR/AR, 드론,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버
보안, 자동화 기술, 블록체인, 무선통신, 융합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2-4> ICT 관련 미래 대표 기술 및 응용 기술
대표 기술

응용 기술

인공지능

뇌-컴퓨터 간 인터페이스, 강화 학습, 첨단 기계 학습, 자율 에이전트,
인공지능 강화 시스템, 지능형 앱, 기계 학습, 인지 컴퓨팅, 대화형 자
연어 처리, 상황 인식, 디지털 어시스턴트, 딥러닝 기반, AI 팩트체킹
보조 기술, 컨텍스트 딥러닝, 지능형 기계 학습, 강화 인공지능

나노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사물 정보, 사물 인터넷 플랫폼, 지능
사물 인터넷 형 사물, 산업용 IOT, IoT 기반 상황 인식형 조광 기술, 산업 인터넷,
지능형 센싱 사물 인터넷, 개방형 IOT
빅데이터

데이터과학, 빅데이터 기반 범죄 예측, 의료 빅데이터, 웹 기반 빅데
이터, 빅스트림 빅데이터, 알고리즘 기반 데이터 분석, 순간 빅데이터,
빅데이터와 니치 데이터

로보틱스

차세대 로보틱스, 첨단 로봇, 정보 공유 로봇, 사물봇넷, 근력 지원 로
봇 수트, 소셜 로봇, 소프트 로봇, 고령자 돌보미 보롯, 상황 인지 로
봇틱스

웨어러블

웨어러블 전자 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체 증강 기술, 소프트웨어
러블, 스마트 의류, 웨어러블 사용자 경험, 실감형 웨어러블

3D 프린팅
VR/AR
드론

4D 프린팅, 바이오 프린팅
몰입 경험, 실감형 스마트워크, 여가용 VR, 혼합현실, 의료용 VR, 모
바일 증강현실
감시 및 회피 드론, 무인드론, 초소형 비행 감시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모바일 앱, 지능적 앱, 라이프로그 개인비서 소프트웨어, 에브리웨어 웹

사이버 보안

가상화 보안, 클라우드 환경 보안 기술, 지능형 사이버 보안, 지능형
보안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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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기술

응용 기술

자동화 기술 자율주행 차, 자율주행 기술, 자율주행 트럭
블록체인

블록체인

무선통신

5G, 비콘

융합 기술

양자컴퓨팅, 원격 센싱, 스마트 워치, 초보안 스마트폰, 대화 인터페이
스, 얼굴 인식 지불 방법,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머신, 개인맞춤형
스마트러닝, IoT 보안, 모바일 금융 거래 보안 기술, 커넥티드 카, 인
공지능 보안, 감성형 인터랙션, 학습 분석 기술, 자연모사 감각 센서,
뇌-기계 인터페이스, 클라우드 컴퓨팅

자료: 이철현(2019: 352).

3) 직업 변화적 관점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드론, 가상현실
및 IoT 형태의 새로운 기술 혁신은 인간 역할의 대체 가능성을 증가
시키고 있다. 특정 작업은 자동화를 통해 중복되거나 쓸모없게 될 수
있고, 생산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새로운 일자리의 자격 요건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며,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요구될 것이다(Morrar,
Arman, & Mousa, 2017).
4차 산업혁명의 관심을 촉발한 WEF(2016)의 「직업의 미래(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보고서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호주, 브라질, 이탈리아 등 주요 15개국의 350개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 일자
리 수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반 사무직 중심으로 710만 개의 일
자리가 소멸되고 컴퓨터, 수학 관련 분야의 일자리가 200만 개 이상
창출될 것임을 예측하였다. 또한 5년 내에 사무･관리 직종은 475만
9,000개가 감소할 것이나, 컴퓨터·수학 분야에서 40만 5,000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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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에서 49만 2,000개, 건축·공학 분야에서 33만 9,000개의 일
자리 증가가 예상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는 Klaus Schwab(2016)이 지적하였듯이 기술혁명과
더불어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지정학적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변화의
동인들이 있다. 이들 각각이 여러 방향으로 상호 작용하고 서로를 강
화시켜 산업 전 분야를 조정함에 따라 대부분의 직업이 근본적인 변
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2017)는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라는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
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래의 일자리 변화 동인, 미래의 일자리 트렌드,
미래의 필요 역량, 미래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 혁신 등을
골자로 미래의 일자리 트렌드와 대응 방안을 세밀하게 탐구하였다. 이
중 ICT로 인해 나타나는 미래의 일자리 환경 변화 트렌드와 미래의
직업 변화 트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표 2-5> ICT로 인한 미래의 일자리 환경 변화 트렌드와 미래의 직업 변화
트렌드
구분

미래의
일자리
환경
변화

트렌드

주요 내용

단순 반복적이고 자동화되기 쉬운 중숙련(middle
[고용 환경]
skilled) 직업 감소와 저숙련으로의 이동: 일자리 양극
일자리 양극화와
화로 소득 불평등 확대
데이터 기반 인적
과거 ‘직관’에 의한 인력 관리와 달리‘데이터 분석’을
관리 강화
통한 관리
3D 프린팅 등 스마트 기술로 생산과 소비 형태의 변
[산업구조]
화에 따라 1인 기업, 즉 ‘자가 고용(self-employment)’
자가 고용과 창조 부상(예: 메이커)
서비스업의 증가 상상과 아이디어 를 기반으로 서비스 재화를 창출하는
창조 서비스 시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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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트렌드

주요 내용

[업무 환경]
언제 어디서나 일
할 수 있는 유연
한 업무 환경

심리스 컴퓨팅(seamless computing) 환경 구축으로 민
첩하고 끊김 없는 업무 수행 환경 제공: 함께 진행하
는 온라인 작업도 가능
재택 및 원격 근무제 활성화

기계화 및 자동화로 인간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기존 직업의 고부 형식으로 발전
가가치화
인간 업무보다 전문화 및 고도화(예: 로봇 저널리즘,
금융, 의료)
융합형 직업의
증가
미래의
직업
변화

다른 직무나 지식, 또는 기술과 기능을 합쳐 새로운
전문 분야를 창출하는 ‘블렌딩(blending)’과정을 통해
융합형 직업 출현(예: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 심리적
지식 + VR/AR)

건강 및 장수 수요 충족을 위한 신체 기능 보강, 질병
극복 직업(예: 인공장기 제조 전문가 등)
뇌, 우주 등 새로운 영역 개척 직업 (예: 기억 대리인 /
저장 관리 전문가, 우주여행 가이드 등)
과학기술 기반의
기후 변화, 환경오염, 사회 인프라 등의 사회 문제 대
새로운 직업 탄생
응 직업(예: 스마트 교통 시스템 설계 엔지니어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공유경제 발달, 새로운 윤리 문
제 관련 직업(예: 공유자산 가치 전문가, 미디어 윤리
학자 등)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2017: 53-80) 연구자 재정리

4) 미래 역량적 관점

인더스트리 4.0은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인력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호주 정부(Australian Government)(2017)는 이러한 역
량으로 <표 2-6>과 같은 디지털 역량, 프로젝트 조정 역량, 소프트 스
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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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인더스트리 4.0 역량
디지털 역량

프로젝트 관리 역량

•인더스트리 4.0 프로그래밍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데이터 과학
•데이터/빅데이터 분석
•시각화
•IoT
•IT 아키텍처
•보안

소프트 스킬

•생산 관리
•다중 프로젝트 관리
•공급망 및 지원 서비스
•물류

•창의력
•디자인
•혁신
•리더십

자료: Australian Government(2017: 40)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2017)는 미래의
일자리 환경에서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일들은 기계로 대체되고, ‘인
간은 창의력이나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
하게 될 것이므로 미래의 일자리 환경에서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역
량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래의 필요 역량을 <표 2-7>과
같이 인간 고유의 문제 인식 역량, 인간 고유의 대안 도출 역량, 기계
와의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표 2-7> 미래 역량
3대 미래 역량

11대 세부 역량

인간 고유의
문제 인식
역량

유연하고 감성적인 인지력

핵심 단위 역량
인지 유연성, 감성지능

비판적 상황 해석력

비판적 사고

능동적 자료 탐색 및 학습

능동적 학습

구조화/설계된 휴먼 모니터링
자기 모니터링, 타인 모니터링
능력
인간 고유의
대안 도출
역량

유인형 협력 능력
협력적 의사 결정력
휴먼 클라우드 활용 능력
시스템적 사고

협동 기술
판단력, 의사 결정력
인적 자원 관리
능동적 학습, 체계 분석력

3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직업계고 디지털 역량 교육 연구

3대 미래 역량

11대 세부 역량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
역량

디지털 문해력

정보 통신 기술(ICT) 이해도

정교한 첨단 기술 조작 역량

신체 동작의 정교함과 정확성

휴먼-컴퓨터 조합력

핵심 단위 역량

체계 분석력, 판단력, 의사 결정력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2017: 123-158) 연구자 재정리

최재정(2018)은 독일의 여러 미래학자, 교육학자들이 미래를 대비하
기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미래 역량의 공통점을 분석하여 미래 사회
를 위한 핵심 역량으로 첫째, 디지털 역량, 둘째, 문제 해결 역량, 셋
째, 창의성과 유연성, 넷째, 팀워크 능력, 다섯째, 의사소통 역량, 여섯
째, 학습법의 학습 능력, 일곱째, 기획-계획 능력-디자인 사고, 여덟째,
스트레스 저항력의 8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
하면 <표 2-8>과 같다.
<표 2-8> 8가지 미래 핵심 역량
핵심 역량

소프트 스킬

디지털 역량

ICT의 특성과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
코딩(coding) 차원의 사유를 할 줄 아는 능력, SNS를 원
활하게 활용할 줄 아는 능력

문제 해결 역량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수많은 낯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창의성과 유연성

일상 속에서 그 어떤 갈등이나 부딪힘 없이 유연하게 적
응하며 끊임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줄 아는 능력,
특히 디지털 콘텐츠를 창조하고 편집하는 차원에서 창의
성과 유연성이

팀워크 능력

낯선 이들, 개인적 취향에 비추어 특별히 끌리지 않는
이들, 혹은 나와 갈등, 적대 관계에 있는 이들과 마찰 없
이, 조화롭게 해당 문제(과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 및 소통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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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량

소프트 스킬

학습법의 학습 능력

자신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선별하여 활용하는 능력

기획, 계획 능력-디자인
사고

업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기획, 계획 능력, 디자인 사
고 능력

스트레스 저항력

각종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적절한 전략을 구사할 줄 아
는 능력

자료: 최재정(2018: 53-61) 연구자 재정리

이철현(2019)은 여러 문헌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살펴
본 결과, 자동화에 따라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것에 대비하여 인
공지능이 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역량과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 능
력의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표 2-9>와 같이 제안하였다.

<표 2-9>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미래 역량

세부 역량
인지력

인간 고유
역량

소프트 스킬

미래 역량

인간-기계
협력 능력

핵심 단위 역량
창의성, 비판적 사고, 귀납적/연역적 추론
의사소통, 능동적 학습, 협업, 리더십, 의사 결정, 설
득력, 공감, 배려, 열정, 대인관계 기술, 윤리성, 복합
적 문제 해결력
ICT 트렌드 민감성
ICT 일자리 민감성
ICT 딜레마 민감성

디지털 문해력

ICT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CT

디지털 실행력

SW 활용 능력, SW 개발 능력
데이터 처리 능력, ICT 장비 조작 능력

자료: 이철현(2019: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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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 문제적 관점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공통적인 과제는 개인 정보
보호, 개인 정보의 공유 및 추적,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 상실 및 사생
활에 관한 개인 정보 공개 등이다(Anderson & Mattsson, 2015). 생명
공학과 인공지능의 혁명은 삶의 기간, 건강, 인지력을 변화시켜 인간
의 의미를 재정의함으로써 우리의 도덕적･윤리적 경계를 재정의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Schwab, 2015).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솔루션, 신제품 출시를 위
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전략적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Deloitte(2015a)는 이러한 결정
으로 인해 새로운 IT 기능에 기반한 운영 환경과 관련한 데이터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데이터 보안 관련 위험이 발생할 것
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유럽, 미국, 한국 등 여러 나라의 정부와 민간기관, 학자들
이 제시한 인더스트리 4.0의 주요 특징을 검토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ICT 기술을 살펴보았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직업 변화 트
렌드를 정리하였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도래하는 미래 사회에서 요
구되는 핵심 역량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측면의
특징은 뒤에 논의할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도출을 위한
토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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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역량

가. 디지털 역량의 개념 탐색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로 촉발된 디지털 변환이 일으킨 산업
생태계의 혁신적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디지털 기술을 알고 활용
하는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
량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최근의 유럽 정책 권고안에는 ‘능력 (competence)'에 대한 두 가지
의 약간 다른 정의가 있다. 핵심 역량 권장 사항에서 ‘역량'은 상황에
적합한 지식, 기술 및 태도의 조합으로 정의된다(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2006). 유럽 자격 체계 권장 사항에서 ‘역량'은 프레
임워크 해설의 가장 진보된 요소로 간주되며, 업무 또는 학습 상황,
그리고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개발을 할 때 지식, 기능 및 개인적, 사
회적 또는 방법론적 능력을 사용하는 입증된 능력으로 정의된다. 또한
유럽 자격 체계의 맥락에서, 역량은 책임과 자율의 측면에서 기술된다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2008).
디지털 역량은 테크놀로지 관련 스킬을 설명하는 가장 최근의 개념
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림 2-6]과 같이 미디어 연구 / 미디어 교육,
컴퓨터과학, 리터러시 연구 등의 배경 분야에서 ICT 스킬, 테크놀로지
스킬, IT 스킬, 21세기 스킬,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디지털 스킬과 같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스킬 및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이 용어들은 종종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Ilomäki, Kantosalo & Lakkala, 2011), 이 중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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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러시가 디지털 역량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그림 2-6] 디지털 역량의 배경 분야 및 관련 개념

자료: Ilomäki, Kantosalo & Lakkala(2011: 5)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리터리시는 본래 읽고 쓸 수 있는 기능적 관점의 능력으로서, 이에
따라 초창기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컴퓨터와 관련된 규칙 및 기술적
능력의 보유에 초점이 맞추어졌었다. UNESCO(2004)는 2003년 6월
파리에서 개최한 전문가 회의에서 리터러시를 다양한 맥락을 가진 인
쇄물 및 서면 자료를 식별, 이해, 해석, 작성, 전달, 계산, 사용하는 능
력으로 합의하였다. 리터러시는 이러한 개념과 더불어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식과 잠재력을 개발하며, 지역 사회와 더 넓은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학습하는 것도 포함한다(UNESCO, 2004).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장치를
조작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환경에서 복잡한 인지 기능, 사회학적 기능 및
감정적 기능을 포함하는 보다 넒은 개념으로 인식된다. Eshet-Alkalai
(2004)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사진-비주얼 리터러시(시각적 표현을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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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재생산 리터러시(기존 자료의 창조적 재활용), 분기 리터러시
(하이퍼미디어 및 비선형 사고), 정보 리터러시, 사회-감각 리터러시로
구분하였다. 즉, 기존의 것들로부터 새롭고 의미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재생산을 사용하는 것, 비선형, 하이퍼 텍스트 탐색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는 것, 정보의 질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 사이버 스페
이스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성숙하고 현실적인 이해를 하는 것
등을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으로 보았다.
UNESCO(2011)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ICT 리터러시, 테크놀로지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등과 종종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그 내용은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생활 스킬 구성 요소로서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표 2-10>과 같이 ICT 사용자 스킬, e-비즈니스 스킬,
ICT 전문가 스킬의 세 가지 분야로 개념화하였다.

<표 2-10> 생활 스킬 구성요소로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 요소
ICT 사용자 스킬

e-비즈니스 스킬
인터넷 기반 응용
아래 목적으로 지식 사회의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아래
모든 시민이 배워야 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활용하기
기능
위한 기능
 ICT 시스템과 장치를
효과적으로 선택 및 적용
 개인의 삶에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도구 활용
 업무용 전문도구 사용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
션 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

ICT 전문가 스킬
아래와 같이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능

 ICT 도구 연구, 개발 및
 합리적인 경영
설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  ICT 도구 및 서비스 관
적인 조직의 성과 증진
리, 생산, 마케팅, 판매
 기존 사업을 수행하는  ICT 지원 응용 프로그램
새로운 방법 모색
컨설팅, 통합 및 설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ICT 시스템 유지 관리,
지원 및 서비스

자료: UNESCO(2011: 2-3)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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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교육부(2019)3)는 디
지털 리터리시의 개념을 “개인이 디지털 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하여 정보에 액세스하고, 관리하고, 통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만들고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관심, 태도 및 능력”으로 정의하였다(The Ministry of Education of
British Columbia, 2019: 1).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대를 사는 시민들에게 새롭게 대두되는
윤리, 문화, 규범 등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통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보다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Spires, H. A., Paul,
C., & Kerkhoff, S. N.(2018)은 디지털 콘텐츠 검색 및 소비, 디지털
콘텐츠 생성, 디지털 콘텐츠 통신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던 전통
적인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에 디지털 시민의식을 추가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확대하였다. 여기에서 디지털 시민의식은 디지털
기술을 지능적으로 사용하고,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문화적･사회적 문
제를 이해하며, 디지털 기술을 법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협업,
학습 및 생산성을 올리는 디지털 기술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현숙 외(2019)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디지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 소양
으로, 윤리적 태도를 가지고 디지털 기술을 이해·활용하여 정보의 탐색
및 관리, 창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이현숙 외, 2019: 209). 이상에서 살펴본 디지털 리터러시는 4차 산업
3)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British Columbia(2019). British Columbia’s Digital Literac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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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시대를 살아갈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설정된 범용적 개념이므로,
직업계고 디지털 역량의 개념 설정에도 참고할 수 있다.
2019년 일본에서 열린 G20의 연구 및 정책 자문 네트워크인
Think20(T20)의 태스크포스 7팀인 ‘디지털 시대의 일자리와 교육의
미래(The Future of Work and Education for the Digital Age)’에서 발
간한 정책 요약집(Lyons, Kass-Hanna, Zucchetti, and Cobo, 2019)에
따르면, 교실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업무 환경에서 가시적인 결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의 다차원적 개념 정의를 권고하고
있다. 즉, 기본적 기술 능력에 대한 현재의 협소한 초점을 넘어서 보다
완전한 사회 기술적 스킬을 포함하도록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는 기술적 접근, 지식 및 전문지식의
향상뿐만 아니라 작업 현장과 그 이상에서 유형적이고 의미 있는 결
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더불어, 디지털 시대에는 특정 산업 또는 경력 경로와
관련된 기술 능력을 뛰어넘는 다양한 역량을 숙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단순한 기능과 능력 관
점에서 태도와 관점을 포함하는 역량의 관점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
다(계보경, 2017). 즉, 디지털 역량은 기술적 측면과 더불어 지식 사회
에서 디지털 시민 정신에 대한 정치적 목표와 관련을 갖기 시작하였다.
디지털 역량은 다양한 기술과 역량으로 구성되며, 그 범위는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및 컴퓨팅, 리터러시 및 정보과학 등으로서 디
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기술 능력,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공부할 때
일상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기술을 비판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문화에 참여하려는 태도 등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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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 역량으로 간주된다(Ilomäki et al., 2011).
Ferrari, Punie, & Redecker(2012: 84)의 연구에서 정의한 디지털 역
량은 포괄적이며 종합적이다. 그들은 디지털 역량을 “ICT 및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 능력, 전략 및 인식의 집합; 문제 해결; 소통; 정보 관리, 윤리적
이며 책임 있는 방식의 행동; 협력; 작업, 여가, 참여, 학습, 사교, 권한
부여 및 소비주의에 대한 내용과 지식의 생성 및 공유”로 정의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2013년도에 버전 1.0에서
시작하여 최근 버전 2.1까지 발표한 디지털 역량(DigComp)(European
Commission Research Centre, 2013, 2016, 2017)은 5가지 역량 영역에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콘텐츠 생성 같은 디지털 스킬과 더불어 저작
권보호, 개인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 등 디
지털 안전 및 디지털 문화와 관련한 태도와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최숙영(2018: 32)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역량의 개념을 국
내외의 다양한 문헌 분석을 통해 “디지털 사회에서 각 구성원들이 일
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학습하며, 각 분야에서의 작업을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지식,
태도, 스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력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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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역량 구성 요소 탐색
UNESCO(2011)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초중등 교육에서 더 나은 학업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산출함을 강조하면서, 학습과 업무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주요 구성 요소를 <표 2-11>과 같이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및 웹 기반 학습 환경에서 정보의 개별 또는 협력적인
접근, 관리, 평가, 통합, 새로운 지식 생성, 그리고 통신으로 구분하고,
기본 역량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표 2-11>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 요소
구성 요소

기본 역량과의 관계

정보 접근,
관리, 평가

 모든 문해력의 기본 구성 요소로서 잠재적 지식의 범위를 상당히
넓혀 줌
 유효성과 신뢰성이 비교적 쉽게 평가될 수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문해력보다 정교한 정보 관리 기술을 필요로 함
 정보 관리는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의 필수 부분임

정보 통합

 모든 기본 역량과 관련된 또 다른 기능임
 ICT 도구를 사용하여 정보의 해석과 표현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과제는 여러 출처의 정보를 종합, 요약, 비교 및 
대조하는 것임
 종종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통합은
기술적 능력과 시각적 언어 구사력을 요구함

새로운 지식
생성

 새로운 지식 생성이 모든 기본적인 문해력의 핵심인 것처럼 정보를
적용, 적용, 설계, 발명 또는 저작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디지털로
생성하는 것도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임
 ICT는 처음에는 창의적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로서 고
려되었고, 점점 더 혁신적인 컴퓨터 지원 연구 및 디자인 도구가
개발됨에 따라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이 입증됨
 오늘날 ICT는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창조적 방법과 장르
를 창출함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기본적 문해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디지털 리터
러시의 출현으로 크게 변화되었음
 ICT는 정보를 보다 빠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 제공
 디지털 리터러시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정보를 적절하
게 적용하고 표현하기 위해 가장 적절하고 관련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다른 문해력을 지원할 수 있음

자료: UNESCO(2011: 4-6)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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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교육 교육연구 분야에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연합정보시스템위원회(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이하 JISC)(2014)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사회에서 생활하고 학
습하며 일하는 데 적합한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하며 7가지 요소로
구성된 디지털 리터러시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2-12>와 같다.
<표 2-12> JISC의 디지털 리터러시 7요소 모델
디지털 역량

설명

미디어 리터러시

다양한 매체에서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고 창의적으로 생산

의사소통과 협력

학습과 연구를 위하여 디지털 네트워크에 참여

진로 및 정체성 관리 디지털 평판 및 온라인 정체성 관리
ICT 리터러시

디지털 장치,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적응, 채택 및 활용

학습 스킬

형식/비형식 기술이 풍부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연구 및 학습

디지털 학문

디지털 시스템에 의존하는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에 참여

정보 리터러시

정보 검색, 해석, 평가, 관리 및 공유

자료: JISC(2014)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미국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2016)4)는 <표 2-13>과 같이 컴퓨팅
및 사회, 디지털 도구 및 협업, 컴퓨팅 시스템, 컴퓨팅 사고의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된 K-12 디지털 리터러시 및 컴퓨터과학 교육과정 프레임
워크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디지털 리터러시와 함께 컴퓨터과학 지식,
추론 및 기능은 21세기에 개인 및 시민으로서의 효능을 갖도록 준비
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진로를 추구하기 위해 훨씬 더 많고
4) Massachusetts Depar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2016). Digital Literacy
and Computer Science Curriculum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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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다양한 학생을 준비시키고 영감을 주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서,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21세기의
새롭고 필수적인 문해력 기술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습자에게 디지
털 지식과 컴퓨터 과학기술 및 개념을 실습을 통해 이해시키고, 학습
자가 알고 있는 것과 그들이 사는 세상을 연결시켜 주는 것을 비전으
로 설정하였다.

<표 2-13> 매사추세츠 K-12 디지털 리터러시 및 컴퓨터과학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학년
K-2
3-5
6-8

학습 요소
컴퓨팅 및 사회
[CAS]
a. 안전과 보안
b. 윤리 및 법률
c. 대인관계 및
사회적 영향

디지털 도구 및
협업 [DTC]
a. 디지털 도구
b. 협업 및
의사소통
c. 연구

9-12

컴퓨팅 시스템
[CS]
a. 컴퓨팅 장치
b. 인간과 컴퓨터
파트너십
c. 네트워크
d. 서비스

컴퓨팅 사고[CT]
a.
b.
c.
d.

추상화
알고리즘
데이터
프로그래밍 및
개발
e.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실습
연결, 생성, 추상화, 분석, 의사소통, 협업, 연구
자료: Massachusetts Depar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2016: 13)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매사추세츠 디지털 리터러시의 네 가지 학습 요소 중 컴퓨팅 사고는
컴퓨터과학적 개념을 고려하여 포함된 것이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공통 역량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컴퓨팅 사고의 개념, 특징 및 하위 요소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면
<표 2-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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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매사추세츠 K-12 디지털 리터러시 및 컴퓨터과학 교육과정
프레임워크의 ‘컴퓨팅 사고’의 개념, 특징 및 하위 요소
개념

컴퓨팅 사고는 사람들이 컴퓨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는 문제 해결 절차임

특징

•아이디어와 문제를 분석, 모델링 및 추출하여 사람과 컴퓨터가 함께 작업
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추상적 표현(데이터 구조 포함)을 하기 위한 솔루션 및 알고리즘 설계
•솔루션 식별 및 실행(예: 프로그래밍을 통한)

a. 추상화

•주요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복잡성을 줄이는 과정
•관련이 없는 세부 사항을 숨기고 관련되고 유용한 세부
정보를 모아서 추상화하면 복잡성이 줄어들고 문제에 집
중할 수 있음
•가장 기본적인 추상화 수준에서 데이터 구조는 정보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므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조작하여 결과를 만들 수 있음

b. 알고리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하게 정의된 단계의 순서
•조심스럽게 설계된 알고리즘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복잡
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임
•효과적인 알고리즘은 효율적이고 명확하며 재사용이 가
능하고 정확함

c. 데이터

•방대한 양의 원시 데이터를 수집, 관리 및 해석하는 것
은 정보 사회와 경제 기반의 일부임
•데이터 저장은 데이터 사용 및 접근 방법에 영향을 미침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새로운 컴퓨팅 도구와 기술
을 통해 통찰력과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함

하위
요소

•프로그래밍은 컴퓨터가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시를 정교화하고 전달함
•프로그래밍은 추상화, 알고리즘 및 데이터를 사용하여
설계 및 디버깅의 반복 절차를 통해 실행 가능한 코드로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구현하는 것임
d.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작성 절차에는 테스트, 유용성, 문서화 및 배
및 개발
포와 같은 개발 수명 주기 이해가 포함됨
•소프트웨어 개발은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규모의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소프트웨어를 다른 공학적 인공
물에 통합하는 엔지니어링 원칙(보통 팀 단위)의 응용임
e.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컴퓨팅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람들은 복잡한
절차 및 현상을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음
•컴퓨팅 모델과 시뮬레이션은 실제 현상과 가설 시나리오
에 대한 질문을 분석하고 패턴을 식별하며 답하기 위해
사용, 수정 및 생성됨

자료: Massachusetts Depar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2016: 15-16)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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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디지털 리터러시 및 컴퓨터과학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는
학년 단위별로 학습자가 가져야 할 능력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9-12학년에 해당하는 능력 표준을 제시하면 <표 2-15>와 같다.

<표 2-15> 매사추세츠 K-12 디지털 리터러시 및 및 컴퓨터과학 교육과정
프레임워크의 9-12학년 능력 표준
요소

능력 표준

•안전 및 보안 개념, 보안 및 복구 전략, 사이버 괴롭힘 및 동등
한 압력을 처리하는 방법 이해
컴퓨팅 및 사회 •신기술 관련 법의 영향 및 의도 분석
[CAS]
•라이선스 계약 및 사용 권한 해석
•기술, 보조 기술, 기술 숙련도 및 사이버 범죄가 사람들의 삶,
상업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사
•최상의 디지털 도구 또는 자원을 선택, 사용하여 이슈를 생성하
거나 문제 해결
디지털 도구 및
•온라인 소통 및 게시
협업 [DTC]
•고급 검색, 디지털 소스 평가 및 정보 통합을 포함한 고급 조사
스킬

컴퓨팅 시스템
[CS]

•실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상의' 컴퓨팅 장치를 선택 및 사용
•컴퓨팅 장치 구성 요소의 작동 방식 이해
•문제 해결 전략을 사용하여 일상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과제/문제를 하위 문제로 분해하여 솔루션 계획
•네트워크의 통신 방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약점 및 문
제점 이해
•기능 및 품질 면에서 서비스 사용의 이점 평가

•일반화와 분해를 통해 새로운 표현 생성
•구조화된 언어(의사 코드)로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디버깅
•다양한 데이터 표현이 저장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 이해
컴퓨팅 사고[CT] •데이터 구조, 데이터 세트 및 데이터 시각화 생성, 수정 및 조작
•반복적인 설계 절차를 사용하여 이슈 생성 및 문제 해결
•가설을 공식화, 테스트, 분석 및 다듬기 위해 모델과 시뮬레이션
작성
자료: Massachusetts Depar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2016: 40-41)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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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교육부(2019)5)는 국제기술교육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이하 ISTE)에서
개발한 학생용 국가 교육 기술 표준(NETS․S)을 기반으로 6가지 영
역으로 구성된 디지털 리터러시 프레임워크를 <표 2-16>과 같이 제시
하였다. 또한 학년 및 연령대별로 디지털 리터러시 기준을 제시하였는
데, 그중 10-12학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표 2-16>에 포함하
였다. BC’s 디지털 리터리시 프레임워크는 6개 영역별로 해당 학년이
가져야 할 디지털 역량의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고, 특히 디지틸 시민
의식의 경우 다른 어떤 기관에서 제시한 것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6> BC’s 디지털 리터리시 프레임워크
영역

연구 및
정보
리터러시

설명

10-12학년 기준

a. 정보 리터러시
•다양한 출처의 정보와 매체를 찾고, 구성하고, 분석
하고, 평가하고, 종합하고, 윤리적으로 사용
•디지털 이미지 편집의 다양한 목적과 상황을 이해
디지털 도구를
•서로 다른 상황에서 집단지성을 사용할 때의 이점과
사용하여 정보
단점을 모두 이해
를 수집, 평가
b. 정보 처리 및 관리
및 사용
•복합형 콘텐츠와 관련된 여러 유형의 정보를 통합,
비교 및 결합
•특정 분류 체계 또는 장르에 따라 디지털 정보 / 콘
텐츠를 구성, 분류 및 구성

비판적 사고 기 a. 학습을 위한 전문화된 고급 기술
비판적
술을 사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사용하여 복잡한 모델과 실제 세계의
사고, 문제
시뮬레이션 개발
연구 계획, 수
해결 및
행,
프로젝트 •블록 작성 코드 도구에서부터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의사 결정
관리, 문제 해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래밍 가능
5)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British Columbia(2019). British Columbia’s Digital Literac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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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설명

10-12학년 기준

결. 적절한 디
지털 도구 및
리소스를 사용
하여 정보에 근
거한 결정

창의성과
혁신

기술을 사용하
여 창의적 사고 a. 창의적 표현을 위한 전문화된 고급 기술
력을 발휘하고, •다른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를 새로운 것으로 재조함
지식을 구축하 •멀티미디어(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통해
혁신적인
며,
의미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
산출물과 절차
어를 통해 문화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해
를 개발

디지털
시민의식

a.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사용과 관련 있는 사생활 개념
이해
•웹 사이트와 회사가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들의 목적에 맞게 사용자의 콘텐츠를 개인화하고
회사의 동기를 고려하는 방식을 이해
•컴퓨터 네트워크 및 클라이언트/서버 보안의 의미
이해
b. 관계와 의사소통
•십대들이 편집, 게시 및 온라인 사진에 대한 의견을
올릴 때 직면하는 다양한 압력에 대해 알고 있음
•온라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위험과
책임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
•윤리적 행동 및 온라인 윤리 개념 이해
•긍정적인 커뮤니티를 육성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책임감 있게 참여
c. 사이버 괴롭힘
•익명의 게시가 신속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잔혹성이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
•온라인 잔혹성의 역동성과 그것이 관련된 모든 사람
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
d. 디지털 흔적 및 평판
•온라인 정보 공유의 이점과 부적절한 정보 공유의
잠재적 위험 이해
•온라인상에서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이 게시한 모든
내용이 디지털 흔적이라 불리는 온라인상의 일부분

기술과 관련된
인간적, 문화적,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법적
및 윤리적 행동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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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설명

10-12학년 기준
이 됨을 이해
•온라인에 정보를 게시할 때 타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책임을 이해
e. 자기 이미지와 정체성
•온라인에서 사진을 편집, 게시 및 설명할 때 청소년
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압박감 이해
•그/그녀와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관계
를 인식
f. 창의적인 신용 및 저작권
•창의적인 저작물을 존중하는 법적, 윤리적 차원 이해
•다른 사람들의 창의적인 작업에서 영감을 얻는 것과
허가 없이 작업을 전유하는 것을 구분
•다양한 맥락에서 집단지성을 사용할 때의 이점과 단
점을 모두 고려
g. 법적 및 윤리적 측면
•지식 재산권 생산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방법에 여
러 가지가 있으며, 저작권, 공개 도메인, “copyleft”
또는 creative commons license(CCL) 사용의 차이점
이해
•미디어 컨텍스트, 청중 및 법적 규정에 맞게 미세
조정 된 적절한 행동의 고급 감각 보유
h. 기술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책임감 있는 정보 및 기술 사
용을 지지하고 실천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리더십 발휘
•뉴미디어와 관련된 이슈와 기회에 관한 담론 이해
i. 사회에서 ICT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인식
•뉴미디어의 일반적인 추세에 대해 인식
•세계화와 네트워크로 특징지어지는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도구의 광범위한 맥락 이해

디지털 미디어
및 환경을 사용
하여 공동으로
커뮤니케이 의 사 소 통 하 고
션 및 협업 일하며 개인 학
습을 지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학습에 기여

a. 기술 중재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소셜 미디어 및 참여 기술 사용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여 커뮤니티의 일부 되기
•소셜 미디어 및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업무 결
과를 홍보하는 방법 알기
•공개 지식 영역(예 : 위키, 공개 포럼, 리뷰)에 중요
한 기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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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설명

10-12학년 기준

a. 일반적인 지식과 기능적 스킬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응용
기술 개념, 시
프로그램, 게임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 개발
기술 운영 스템 및 운영에
•하드웨어 조작 및 소프트웨어 설치 및 구성을 위해
및 개념 대한 올바른 이
사용 설명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
해
이해
•스템 및 응용 프로그램의 문제 해결
자료: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British Columbia(2019: 1-11)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16년의 연구에서 제안한 디지털 리터러시
프레임을 개선하여, 컴퓨팅 사고력(CT: computational thinking)의 중
요성을 부각시키고자 ICT 요소와 CT 요소로 구분되는 2018 디지털
리터러시 검사 성취기준을 <표 2-17>과 같이 제안하였다.

<표 2-17> 2018 디지털 리터러시 검사 성취기준
프레임

성취기준
1.1 문제 해결에 필요한 ICT 도구를 선택할 수 있다.

정보
의
탐색

1.2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1.3 폴더 및 파일 목록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1.4 바이러스 및 악성 코드를 주의하여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다.

ICT
요소

2.1 검색한 정보가 문제 해결에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정보
의
분석
및
평가

2.2 검색한 정보의 출처를 분석하여 신뢰도와 객관성을 평가할 수
있다.
2.3 검색한 정보에 오류나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2.4 추출된 정보들에 대해 평가기준을 세워 중요의 우선순위를 설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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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정보
의
조직
및
창출

성취기준
3.1 수집된 정보의 내용 중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골라 조
직할 수 있다.
3.2 수집된 정보의 내용을 문제 해결에 적합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3.3 수집 또는 창출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변환
시킬 수 있다.
3.4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다.

정보
의
활용
및
관리

4.1 생성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저장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4.2 생성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분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4.3 정보에 대한 저작권을 존중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다.
4.4 개인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다.
5.1 정보의 종류에 따라 효과적인 공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정보
의
소통

5.2 목적에 따라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5.3 새로운 정보를 조직 또는 생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나 도구를
통해 협업할 수 있다.
5.4 온라인에서 의사소통과 협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6.1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를 찾아낼 수 있다.

추상
화
CT
요
소

6.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단위의 기능이나 절차로 분해할 수
있다.
6.3 문제 해결의 자동화를 위해 데이터나 작업 절차의 공통 패턴을
찾을 수 있다.
6.4 문제 해결 절차에 따라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
7.1 설계한 알고리즘에 따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자동
화

7.2 프로그래밍의 기본 제어 구조(순차, 반복, 조건)를 알고 구현할
수 있다.
7.3 구현된 코드에서 오류를 찾아서 수정(디버깅)할 수 있다.
7.4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효율적인지 검토·분석할 수 있다.

자료: 이현숙 외(2019: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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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디지털 역량의 구성 요소에 대한 문헌을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디지털 역량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개념화하였던 Ferrari, Punie,
& Redecker(2012)는 15개의 문헌에서 제시한 학생, 성인, 시민, 교사
등을 대상의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를 종합 분석하여 <표 2-18>과
같은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디지털 역량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여러
문헌에서 기술적 스킬이 디지털 역량의 핵심 구성 요소로 제시되었지
만, 그러할 경우 디지털 역량의 개념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역량은 고차원의 사고 기술을 포함하여 좀 더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
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표 2-18> 디지털 역량의 영역
영역
정보 관리

설명
정보의 확인, 위치 지정, 접근, 검색, 저장 및 구성

협력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온라인 네트워크와 커뮤니티에 참여
하며 건설적으로 상호 작용

의사소통 및 공유

개인 정보 보호, 안전 및 올바른 온라인 행동을 고려하여 온라
인 도구를 통한 의사소통

콘텐츠와 지식 생성 이전 콘텐츠와 지식을 통합 및 재구성, 새로운 지식 구축
윤리 및 책임

윤리적이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여 법적 틀 인식

평가 및 문제 해결 디지털 요구 식별, 디지털 방식의 문제 해결, 검색된 정보 평가
기술 운영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여 업무 수행

자료: Ferrari, Punie, & Redecker(2012: 89)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Janssen, Stoyanov, Ferrari, Punie, Pannekeet, & Sloep(2013)는 유럽
전역의 9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연구를 통해 12개 영역에서
지식, 기술 및 태도로 구성된 디지털 역량을 <표 2-19>와 같이 제시
하였다. 연구자들은 12개 디지털 역량의 숙련도 수준 및 상호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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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그림 2-7]과 같은 블록형 관계도를 보여 주었다. [그림 2-7]
에서 중심부에 있는 역량은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숙련도 수준임
을 의미하고, 좌/우측의 역량은 중심부의 역량을 보강한다는 것을 보
여 준다. 즉 12개의 디지털 역량 중 ‘적절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정보
에 근거한 결정’, ‘자기 효능감을 입증하는 매끄러운 사용’ 등의 역량
은 가장 높은 숙련도 수준이고, ‘일과 창조적 표현을 위한 전문화되고
고급화된 역량’,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등의 역량은 ‘기술 중재 의사
소통 및 협업’, ‘정보 처리 및 관리’ 등의 역량에 의해 보강됨을 의미
한다.

<표 2-19> 디지털 역량 12개 영역
디지털 역량

설명

일반 지식과 기능적 스킬

디지털 장치의 기본 사항(용어, 탐색 기능)을 알고
있으며, 초보자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일상생활의 활동에 기술을 통합할 수 있음

일과 창조적 표현을 위한 전문 ICT를 사용하여 독창성을 표현하고 전문적인 성과
화되고 고급화된 역량
를 향상시킬 수 있음
기술 중재 의사소통 및 협업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
공유, 소통 및 협업을 할 수 있음

정보 처리 및 관리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 정보의 관련성과 목적을
수집, 구성, 분석 및 판단하는 능력을 향상시킴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할
능력이 있음

법적 및 윤리적 측면

디지털 환경에서 적절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며, ICT 및 디지털 콘텐츠 사용에
대한 법적 및 윤리적 측면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보여 줌

기술에 대한 균형된 태도

정보 사회에 대하여 정보에 입각한 개방적이고 균
형 잡힌 태도를 보여 줌. 기회와 새로운 발전에 호
기심을 느끼고 알며, 이를 탐구하고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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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역량

설명

사회에서 ICT의 역할에 대한 ICT의 사용 및 개발에 대해 더 넓은 맥락을 가지
이해와 인식
고 이해함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배우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고, 디지털 기술에 대해 배우기 이를 자신의 환경에 통합하여 평생 학습에 사용함
가장 관련이 있거나 공통된 기술을 알고 있으며,
정보에 근거하여 적절한 디지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기술을 결정할
털 기술 결정
수 있음
자기 효능감을 입증하는 매끄 자신 있고 창조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개
러운 사용
인및 직업적 효율성과 효율성을 높임
자료: Janssen, Stoyanov, Ferrari, Punie, Pannekeet, & Sloep(2013: 4-5)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그림 2-7] 12개 디지털 역량의 관계 및 숙련도

자료: Janssen et al.(2013: 6)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한편,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 산하 공동
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이하 JRC)는 2005년도부터 디지털
시대를 위한 학습 및 기술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JRC는 국제적 설문과 문헌 탐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디지털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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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을 경고하면서 디지털 역량의 격차를 채우기 위하여 디지털 역량
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천명하며, 디지털 역량의
첫 번째 버전인 DigComp 1.0을 2013년에 출판하였다. DigComp 1.0
프레임워크는 5개의 역량 영역과 21개 세부 역량의 2차원으로 구성되
며, 세부 내용은 <표 2-20>과 같다. DigComp 1.0 프레임워크는 정보
를 잘 다루는 능력, 디지털 온라인 사회에서 소통, 협업 및 안전한 적
응, 콘텐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문제 해결
등을 디지털 역량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 2-20> DigComp 1.0 프레임워크
역량 영역
1차원

세부 역량
2차원

1. 정보

1.1 정보 열람, 검색 및 필터링
온라인 정보 액세스 및 정보 검색하기, 정보 요구 사항 명확히 하
기, 관련 정보 찾기, 효과적으로 자원 선택하기, 온라인 소스 간 이
동하기, 개인 정보 전략 수립하기
1.2 정보 평가
정보 수집, 처리, 이해 및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1.3 정보 저장 및 검색
보다 쉬운 검색을 위해 정보 및 콘텐츠 조작 및 저장하기, 정보 및
데이터 구성하기

2. 의사소통

2.1 기술을 통한 상호 작용
다양한 디지털 장치 및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작용하기, 디지
털 통신을 배포, 표시 및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디지털 수단을
통한 적절한 통신 방법을 이해하기, 다양한 통신 형식을 참조하기,
특정 대상에게 통신 모드 및 전략을 적용하기
2.2 정보 및 콘텐츠 공유
다른 사람들과 발견한 정보의 위치와 내용을 공유하기, 지식, 내용
및 자원을 기꺼이 공유하기, 중개자 역할 하기, 뉴스, 콘텐츠 및 리
소스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인용 관행 알기, 기존 지식 체
계에 새로운 정보 통합하기
2.3 온라인 시민권 획득
온라인 참여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기, 기술 및 디지털 환경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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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영역
1차원

세부 역량
2차원
있어 자기 개발 및 권한 부여 기회 찾기, 시민 참여를 위한 기술의
잠재력 인식하기
2.4 디지털 채널을 통해 협업하기
팀 작업, 협업 프로세스, 자원, 지식 및 콘텐츠의 공동 작성 및 공
동 창작에 기술 및 미디어 사용하기
2.5 네티켓
온라인 / 가상 상호 작용에서의 행동 규범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
보유하기, 문화적 다양성 측면을 인식하기, 온라인 위험(사이버 괴
롭힘)으로부터 자신과 타인 보호하기, 부적절한 행위를 발견하기
위한 능동적 전략 개발하기
2.6 디지털 신원 관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디지털 ID를 생성, 적용 및 관리하기, 전자 명
성 보호하기, 여러 계정 및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자료 처
리하기

3. 콘텐츠
생성

3.1 콘텐츠 개발
멀티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만들기, 제작한 콘텐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를 편집하고 개선하기, 디지털 미
디어 및 기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3.2 통합 및 재정교화
기존 리소스를 수정, 가공 및 혼합하여 새로우면서 본래 관련 콘텐
츠 및 지식 창출하기
3.3 저작권 및 라이선스
저작권 및 라이선스가 정보 및 콘텐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기
3.4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수정, 프로그램 응용, 소프트웨어, 장치, 설정 적용하기,
프로그래밍 원리 이해하기, 프로그램 이면에 있는 것을 이해하기

4. 안전

4.1 장치 보호
자신의 장치를 보호하고 온라인 위험 및 위협 이해하기, 안전 및
보안 조치에 대해 알기
4.2 개인 데이터 보호
일반적인 서비스 약관, 개인 데이터의 적극적인 보호, 다른 사람들
의 프라이버시 이해하기, 온라인 사기, 위협 및 사이버 괴롭힘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4.3 건강 보호
육체 및 정신적 안녕을 위협하는 기술 사용과 관련된 건강 위험 요
소 피하기
4.4 환경 보호
ICT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인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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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영역
1차원

5. 문제 해결

세부 역량
2차원
5.1 기술적 문제 해결
단순한 문제 해결에서 좀 더 복잡한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가능
한 문제를 찾아서 디지털 수단을 이용하여 해결하기
5.2 필요성 및 기술적 대응 확인
자원, 도구 및 역량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요구 평가하기, 요
구에 대해 가능한 해결책 맞추기, 개인의 필요에 맞게 도구 적용하
기, 가능한 해결책 및 디지털 도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5.3 기술 혁신 및 창조적 이용
기술을 이용하여 혁신하기, 협력적 디지털 및 멀티미디어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디지털 미디어 및 기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디지털 도구 지원을 통해 지식을 창출하고 개념
적 문제 해결하기
5.4 디지털 역량 격차 식별
자신의 역량을 개선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하는 부분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이 디지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새로운 역량
을 최신으로 유지하기

자료: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2013:. 5-6)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JRC는 2016년 6월에 전문용어 및 개념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유럽,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구현 사례를 보여 주기 위해 시민들을 위한
DigComp 2.0을 발행했다. DigComp 2.0은 DigComp 1.0의 5가지 역
량 영역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면서, <표 2-21>과 같은
역량 영역의 변화를 보였다.
<표 2-21> DigComp 1.0과 DigComp 2.0의 역량 영역 비교
디지털 역량

역량 영역 Ver. 1.0

역량 영역 Ver. 2.0

겹치는 점과 상호 1. 정보
참조가 있는 상호 2. 의사소통
관련 영역
3. 콘텐츠 생성

1. 정보 및 데이터 리터러시

모든 영역에서 교 4. 안전
차 절단
5. 문제 해결

4. 안전

2. 의사소통 및 협력
3. 디지털 콘텐츠 생성
5. 문제 해결

자료: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2016: 12)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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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DigComp 2.0과 DigComp 1.0의 역량 해설을 비교하면
<표 2-22>와 같다. DigComp 2.0이 DigComp 1.0과 달라진 점은 데이
터와 정보, 디지털 콘텐츠를 구분한 점, 평가에 대한 해설을 강화한 점,
추상적이고 복잡한 표현을 명확화 및 간략화한 점 등이다.

<표 2-22> DigComp 1.0과 DigComp 2.0의 역량 해설 비교
역량 ver. 1.0

역량 ver. 2.0

1.1 정보 열람, 검색 및 필터링
온라인 정보 액세스 및 정보 검색하기,
정보 요구 사항 명확히 하기, 관련 정보
찾기, 효과적으로 자원 선택하기, 온라인
소스 간 이동하기, 개인 정보 전략 수립
하기

1.1 데이터, 정보 및 디지털 콘텐츠 열람,
검색 및 필터링
정보 요구 사항 명확히 하기, 디지털 환
경에서 데이터, 정보 및 콘텐츠를 검색
및 접근하고 이들 사이 탐색하기, 개인
검색 전략 수립 및 업데이트하기

1.2 데이터, 정보 및 디지털 콘텐츠 평가
1.2 정보 평가
데이터, 정보 및 디지털 콘텐츠 출처의
정보 수집, 처리, 이해 및 비판적으로 평 신뢰성 분석, 비교 및 
비판적으로 평가하
가하기
기. 데이터, 정보 및 디지털 콘텐츠를 분
석 및 해석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1.3 정보 저장 및 검색
보다 쉬운 검색을 위해 정보 및 콘텐츠
조작 및 저장하기, 정보 및 데이터 구성
하기

1.3 데이터, 정보 및 디지털 콘텐츠 관리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정보 및 콘텐츠
를 구성, 저장 및 검색하기, 구조화된 환
경에서 구성하고 처리하기

2.1 기술을 통한 상호 작용
다양한 디지털 장치 및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작용하기, 디지털 통신을 배포,
표시 및 관리하는 방법 이해하기, 디지털
수단을 통한 적절한 통신 방법 이해하기,
다양한 통신 형식 참조하기, 특정 대상에
게 통신 모드 및 전략 적용하기

2.1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상호 작용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상호 작용하
고,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디지털 통신
수단 이해하기

2.2 정보 및 콘텐츠 공유
다른 사람들과 발견한 정보의 위치와 내
용을 공유하기, 지식, 내용 및 자원을 기
꺼이 공유하기, 중개자 역할 하기, 뉴스,
콘텐츠 및 리소스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인용 관행 알기, 기존 지식 체
계에 새로운 정보 통합하기

2.2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공유
적절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데이터, 정보
및 디지털 콘텐츠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
하기, 중개자 역할을 하여 참조 및 귀속
관행에 대해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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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온라인 시민권 획득
온라인 참여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기, 기
술 및 디지털 환경 사용에 있어 자기 개
발 및 권한 부여 기회 찾기, 시민 참여를
위한 기술의 잠재력 인식하기

2.3 디지털 기술을 통한 시민권 획득
공공 및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기, 적절한 디지털 기
술을 통해 자기 권한 부여 및 참여적 시
민권을 위한 기회 모색하기

2.4 디지털 채널을 통해 협업하기
2.4 디지털 기술을 통해 협업하기
팀 작업, 협업 프로세스, 자원, 지식 및 협업 프로세스, 자원과 지식의 공동 구축
콘텐츠의 공동 작성 및 공동 창작에 기 및 공동 창작을 위해 디지털 도구 및 기
술 및 미디어 사용하기
술 사용하기
2.5 네티켓
온라인 / 가상 상호 작용에서의 행동 규
범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 보유하기, 문화
적 다양성 측면을 인식하기, 온라인 위험
(사이버 괴롭힘)으로부터 자신과 타인 보
호하기, 부적절한 행위를 발견하기 위한
능동적 전략 개발하기

2.5 네티켓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디지털 환경에
서 상호 작용하는 동안 행동 규범과 노
하우 알기, 특정 청중에게 의사소통 전략
을 적용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 및
세대 간 다양성 인식하기

2.6 디지털 신원 관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디지털 ID를 생성,
적용 및 관리하기, 전자 명성 보호하기,
여러 계정 및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생
성된 자료 처리하기

2.6 디지털 신원 관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디지털 ID를 생성
및 관리하여 자신의 평판 보호하기, 여러
디지털 도구, 환경 및 서비스를 통해 생
성 된 데이터 처리하기

3.1 콘텐츠 개발
멀티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콘
텐츠 만들기, 제작한 콘텐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를 편집하고 개선
하기, 디지털 미디어 및 기술을 통해 창
의적으로 표현하기

3.1 디지털 콘텐츠 개발
디지털 콘텐츠를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
및 편집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자신을 표
하기

3.2 통합 및 재정교화
3.2 디지털 콘텐츠의 통합 및 재정교화
기존 리소스를 수정, 가공 및 혼합하여 기존 지식 체계의 정보와 콘텐츠를 수정
새로우면서 본래 관련 콘텐츠 및 지식 및 개선하여 새롭고 독창적이며 관련성
높은 콘텐츠와 지식 창출하기
창출하기
3.3 저작권 및 라이선스
3.3 저작권 및 라이선스
저작권 및 라이선스가 데이터, 정보 및
저작권 및 라이선스가 정보 및 콘텐츠에
디지털 콘텐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기
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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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프로그래밍
설정, 프로그램 수정, 프로그램 응용, 소
프트웨어, 장치를 적용하기 위해서 프로
그래밍 원리 이해하기, 프로그램 이면에
있는 것을 이해하기

3.4 프로그래밍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작업을 수
행하기 위해 컴퓨팅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일련의 명령을 계획하고 개발하기

4.1 장치 보호
4.1 장치 보호
디지털 환경에서 장치 및 디지털 콘텐츠
자신의 장치를 보호하고 온라인 위험 및
를 보호하고 위험 및 위협 이해하기, 안
위협 이해하기, 안전 및 보안 조치에 대
전 및 보안 조치에 대해 알고 신뢰성과
해 알기
개인 정보를 올바르게 고려하기
4.2 개인 데이터 보호
일반적인 서비스 약관, 개인 데이터의 적
극적인 보호, 다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이해하기, 온라인 사기, 위협 및 사이버
괴롭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4.2 개인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 정보 및 프라이버
시 보호하기, 자신과 타인을 피해로부터
보호하면서 개인 식별 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하는 방법 이해하기, 디지털 서비스
가 개인 정보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개인 정보 취급 방침’을 사용함을 알기

4.3 건강 보호 및 복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동안 신체적, 정
4.3 건강 보호
신적 건강에 대한 위험과 위협 피하기,
육체 및 정신적 안녕을 위협하는 기술 디지털 환경(예: 사이버 괴롭힘)에서 발
사용과 관련된 건강 위험 요소 피하기
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타인
보호하기, 사회 복지 및 사회적 포용을
위한 디지털 기술 알기
4.4 환경 보호
ICT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인식하기

4.4 환경 보호
디지털 기술 및 활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인식하기

5.1 기술적 문제 해결
5.1 기술적 문제 해결
장치를 조작하고 디지털 환경을 사용할
단순한 문제 해결에서 좀 더 복잡한 문
때의 기술적 문제를 파악하고, 단순한 문
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문제를 찾
제 해결에서 좀 더 복잡한 문제까지 해
아서 디지털 수단을 이용하여 해결하기
결하기
5.2 필요성 및 기술적 대응 확인
자원, 도구 및 역량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요구 평가하기, 요구에 대해 가능
한 해결책 맞추기, 개인의 필요에 맞게
도구 적용하기, 가능한 해결책 및 디지털
도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5.2 필요성 및 기술적 대응 확인
요구 사항을 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해 디
지털 도구 및 가능한 기술적 대응을 식
별, 평가, 선택 및 사용하기, 디지털 환경
을 개인적 필요에 맞게 조정하고 맞추기
(예 :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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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기술 혁신 및 창조적 이용
기술을 이용하여 혁신하기, 협력적 디지
털 및 멀티미디어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기, 디지털 미디어 및 기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디지털 도
구 지원을 통해 지식을 창출하고 개념적
문제 해결하기

5.3 디지털 기술의 창조적 사용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여 지식을
창출하고 프로세스와 제품을 혁신하기,
디지털 환경에서 개념적 문제와 문제 상
황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적으
로 또는 집단적으로 인지적인 처리하기

5.4 디지털 역량 격차 식별
자신의 역량을 개선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하는 부분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이 디지
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새로운 역량을 최신으로 유지하기

5.4 디지털 역량 격차 식별
자신의 디지털 역량을 개선하거나 업데
이트해야 하는 부분 이해하기, 디지털 역
량 개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기,
자기 계발의 기회를 찾고 디지털 진화에
대한 최신 정보 얻기

자료: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2016: 14-16)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JRC는 2017년도에 기존 2차원 프레임워크를 다음과 같은 5차원으
로 늘리고, 21개의 하위 역량에 대한 기존 3단계의 숙련 수준을 <표
2-23>과 같이 8단계로 정교화하였으며, 고용과 학습 두 가지 측면의
시나리오 형식으로 된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포함한 DigComp 2.1을
발표하였다.
차원 1: 디지털 역량 영역
차원 2: 하위 역량 및 해설
차원 3: 각 역량의 숙련 수준
차원 4: 각 역량에 적용 가능한 지식, 기능 및 태도
차원 5: 역량을 다른 목적에 적용하는 활용 사례
<표 2-23>에서 레벨 2는 자신이 필요로 할 때 디지털 역량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작업을 수행하고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고, 레벨 5는 지식을 적용하고, 평소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며,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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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DigComp 2.1의 8단계 숙련 수준
DigComp
1.0
레벨
기초

DigComp
2.1
레벨

업무 완료의 자율성

인지적
영역

1

단순 업무

안내가 필요함

기억

2

단순 업무

자율적, 필요시 안내

기억

3

잘 정의된 일상적 업
스스로 함
무 및 간단한 문제

이해

4

업무, 잘 정의된 일 독립적이면서 자신의 필
상적이지 않은 문제 요에 맞도록 함

이해

5

다른 업무 및 문제

다른 사람들을 안내

적용

6

가장 적절한 업무

복잡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음

평가

7

전문적인 실습에 기여하
제한된 해결책으로
고 다른 사람들을 안내
복잡한 문제 해결
하기 위해 통합하기

생성

8

많은 상호 작용 요소 새로운 아이디어와 절차
로 복잡한 문제 해결 제안

생성

중급

상급

업무 복잡도

최상급

자료: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2017: 13)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DigComp 2.1 보고서 3절에 제시된 활용 사례 중 ‘3. 디지털 콘텐츠
생성’ 영역의 하위 역량인 ‘3.4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만 참고로 제시
하면 <표 2-24>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그래밍’ 역량에 대
한 활용 사례는 고용 및 학습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급 수준 중 4수준
에 매칭되어 있다. DigComp 2.1 활용 사례는 고용과 학습 두 가지 측
면에서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보여 주기 때문에 업무 환경이나 학습 환
경에서 고용인 또는 학습자가 새로운 업무나 학습 상황에 디지털 역량
을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적절한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직업계고 디지털 역량을 개발하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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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DigComp 2.1의 ‘프로그래밍’ 역량 활용 사례
중급

숙련 수준

3수준
스스로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나는: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
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컴퓨팅 시스템의 잘 정의되고 루
틴한 명령을 나열할 수 있다.

활용 사례 01
고용 시나리오:
직원에게 조직
의 새로운 절
차를 훈련시키
기 위한 자습
서 개발
활용 사례 02
학습 시나리오:
학급에서 할
특정 주제에
대한 프레젠테
이션 준비

4수준
독립적으로, 내 자신의 필요에 따
라 잘 정의된 비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나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시
스템의 명령을 나열할 수 있다.
Ruby,
프로그래밍
언어(예:
Python)를 사용하여 조직에 적용
할 새로운 절차를 소개하는 교육
용 게임을 개발하는 지침을 제공
할 수 있다.
내 코드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
프로그램을 디버깅 하는 것과 같
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간단한 그래픽 프로그래밍 도구
(예: Scratch Jr)를 사용하여 친구
들에게 내 작품을 보여 주기 위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할 수 있다.
문제가 나타나면 프로그램을 디버
깅 하는 방법을 알아서 내 코드의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디지털 콘텐츠 생성 3.4 프로그래밍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컴퓨팅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일련의 명령을 계획하고 개발하기
자료: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2017: 35)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DigComp 2.1의 디지털 역량 내용은 ICT 전문가가 아닌 모든 시민
을 위한 범용적인 성격이므로 ICT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직업계
고 디지털 역량 개발에 참고할 수 있다.
최숙영(2018)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역량의 개념을 국내외
의 다양한 문헌 분석을 통해 정의하면서“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를
<표 2-25>와 같이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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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 요소의 단순 공통 요소 비교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도출한 방식은, 이 두 가지가
동일한 규모와 맥락에서 비교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

<표 2-25>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의 영역별 요소
영역

하위 영역
기술과 사회적 영향
정체성과 예절
권한 자격과 소유권
안전과 보안

디지털 사회의 이해와
디지털 시민의식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인터넷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의사소통과 협력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지식과 기능적 스킬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의사소통과 협력
∙디지털 기반 학습

∙데이터, 정보의 검색
∙비판적 사고에 기초한 정보 분석 및 평가
비판적 사고와 정보 소양
∙정보 조직과 활용, 의사 결정
∙정보 관리
∙추상화
컴퓨팅 사고와 문제 해결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창의･융합적 사고와
콘텐츠 창작

∙창의·융합적 사고에 기반한 콘텐츠 창작
∙디자인 사고 기반의 문제 해결
∙디지털 혁신

자료: 최숙영(2018: 33)

한편, 유럽표준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이
하 CEN)(2016)는 모든 산업 분야의 ICT 전문가를 위한 유럽 공통 프
레임워크인 European e-Competence Framework 3.0(이하 e-CF 3.0)을
<표 2-26>과 같이 개발하였다. e-CF 3.0은 ICT 서비스, 사용자 및 공
급업체, 관리자 및 인사(HR) 부서,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훈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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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감시자 및 정책 입안자, 그리고 기타 공공 및 민간 부문 조직을
위하여 개발되었다. e-CF 3.0은 ICT 작업 현장에서 요구되고 활용할
수 있는 5개 영역, 40개 역량, 5단계 숙련 수준의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에 유럽 표준이 되어 공식적으로 출판되었다. e-CF 3.0
의 풀버전은 공식 출판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A. 계획’
의 ‘A.3 사업 계획 개발’의 내용을 제시하면 <표 2-27>과 같다. e-CF
3.0의 디지털 역량 내용은 ICT 전문가를 위한 전문적인 성격이지만,
산업 분야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ICT와 관련 있는 직업계고 디지털 역량 개발에 참고할 수 있다.

<표 2-26> European e-Competence 프레임워크 3.0 개괄
1차원
: 영역

2차원
: 역량 (40개)

3차원
: 숙련 수준 (5단계)
e-1

A.1. IS와 사업 전략 제휴
A.2. 서비스 수준 관리
A.3. 사업 계획 개발
A.4. 제품 / 서비스 계획
A. 계획 A.5. 아키텍처 설계
A.6. 응용 설계
A.7. 기술 동향 모니터링
A.8. 지속가능한 개발
A.9. 혁신
B.1. 응용 프로그램 개발
B.2. 구성 요소 통합
B. 조성

B.3. 테스트
B.4. 솔루션 배포
B.5. 문서 제작
B.6. 시스템 공학

e-2

e-3

e-4

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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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원
: 영역

2차원
: 역량 (40개)

3차원
: 숙련 수준 (5단계)

C.1. 사용자 지원
C. 실행

C.2. 지원 변경
C.3. 서비스 제공
C.4. 문제 관리
D.1. 정보 보안 전략 개발
D.2. ICT 품질 전략 개발
D.3. 교육 및 훈련 제공
D.4. 구매
D.5. 영업 제안서 개발

D. 확장

D.6. 채널 관리
D.7. 영업 관리
D.8. 계약 관리
D.9. 인력 개발
D.10. 정보 및 지식 관리
D.11. 필요성 확인
D.12. 디지털 마케팅
E.1. 예측 개발
E.2. 프로젝트 및 포트폴리오 관리
E.3. 위기 관리
E.4. 관계 관리

E. 관리 E.5. 프로세스 개선
E.6. ICT 품질 관리
E.7. 비즈니스 변경 관리
E.8. 정보 보안 관리
E.9. IS 거버넌스
자료: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2016: 11-12)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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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European e-Competence 프레임워크 풀버전 중 ‘A. 계획’의
‘A.7 기술 동향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
1차원: 영역

A. 계획

2차원
: 역량 및
일반적
설명

A.7. 기술 동향 모니터링
진화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신 ICT 기술 개발을 조사
하고, 새로운 기술을 기존 제품, 응용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통합하
거나 새로운 해결책을 만드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고안함
1수준

3차원
: 숙련 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미래의 솔루션을 구
상하고 명확하게 표
현하기 위해 비즈니
스에 대한 깊은 이
해와 결합하여 새롭
고 신기한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활용함. 전략
적 의사 결정을 지
원하기 위해 전문가
의 지도와 조언을
제공함

고객 중심의 프로세
스, 새로운 비즈니스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미래의 ICT 솔
루션을 구상하고 조
율하는 전략적 결정
을 내림. 조직을 구
축하고 개척하도록
안내함

K1 신흥 기술 및 관련 시장 애플리케이션
4차원
K2 시장의 요구
: 지식 사례
K3 관련 정보 출처(예: 잡지, 회의 및 이벤트, 뉴스 레터, 오피니언
알기/
리더, 온라인 포럼 등)
인식하기/
K4 웹 커뮤니티 토론 규칙
친숙하기
K5 연구 프로그램 접근법 적용
가능한
기술 사례

S1 정보 출처와 가장 유망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적
S2 벤더와 가장 유망한 솔루션 제공업체 확인; 평가, 정당화 및 가장
적절한 제안
S3 비즈니스 이점 및 신흥 기술 채택에 의한 개선 확인

자료: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2016: 18)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2019 G20의 연구 및 정책 자문 네트워크인 Think20(이하 T20)에서
발간한 정책 요약집(Lyons, Kass-Hanna, Zucchetti, and Cobo, 2019)은
21세기에 필요한 디지털 스킬을 기술적 스킬과 비기술적 스킬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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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각 범주의 세부 요소를 <표 2-28>과 같이 제시
하였다. 이들은 기술적 스킬과 비기술적 스킬이 병합되는 다차원적 디
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하고 있다. 기술적 스킬을 하드 스킬이라 한다
면, 비기술적 스킬은 소프트 스킬로 볼 수 있다. T20의 21세기 디지털
스킬은 기술 및 비기술적 차원에서 인지적, 정서적, 심동적 측면의 스
킬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업계고 학생에게
필요한 총체적 디지털 역량을 가늠하는 데 큰 그림을 보여 주고 있다.

<표 2-28> 21세기에 필요한 디지털 스킬
기술적 스킬

비기술적 스킬

운영 스킬
∙ 디지털 개념의 기본 ICT 리터러시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
지식
∙ 운영체제의 일반적인 사용법
∙ 기술적인 참여
∙ 장비 작동 및 제어
∙ 장비 유지 보수 및 수리
∙ 프로그래밍 및 코딩
∙ 품질 관리 및 문제 해결
∙ 디지털 응용 프로그램(응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설치 및 운영)
정보적 스킬
∙ 인터넷 환경 탐색
∙ 온라인 정보 검색
∙ 온라인 콘텐츠 선택 및 구성
∙ 정보 추출
∙ 디지털 정보 분석
∙ 데이터 활용 능력
∙ 기본 워드프로세싱
∙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 사용
∙ 데이터 시각화
사회적 스킬
∙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미디어를

자아 인식
∙ 열린 마음
∙ 조심성
∙ 의식
∙ 자아 성찰
∙ 진정성
∙ 양심
∙ 강점과 약점에 대한 인식
∙ 자신감
∙ 자부심, 긍정적 정체성
인지: 기초 스킬
∙ 일반 학업(문해력, 수리력)
∙ 독해력
∙ 수학적 추론
∙ 인지적 유연성
∙ 비판적 사고
∙ 논리적 추론
∙ 문제 민감성
∙ 상황 분석
∙ 문제 해결
인지: 고차원 스킬
∙ 창의성, 상상력
∙ 혁신성, 비전
∙ 정보에 입각한 책임 있는 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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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스킬

비기술적 스킬

통한 상호 작용
∙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지식 및 기타 콘텐츠 공유
∙ 가상 공동 작업 및 교환
∙ 아이디어 전달
∙ 이메일 사용
∙ 소셜 미디어 사이트 사용
∙ 소셜 네트워크에 참여
∙ 인터넷에서 디지털 신원 및 존재성
생성 및 관리
창의적 스킬
∙ 디지털 콘텐츠 개발
∙ 온라인 또는 다른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글쓰기 및 설명
∙ 비디오 콘텐츠 
생성 및 업로드
∙ 웹 사이트 및 디지털 플랫폼 설계
∙ 앱 / 소프트웨어 설계
∙ 기존 온라인 이미지, 음악 또는
비디오에서 디지털 콘텐츠 만들기
∙ 기술 및 사용자 경험 디자인
디지털 시민의식
∙ 디지털 윤리
∙ 디지털화의 사회적, 윤리적, 법적
측면 및 영향
∙ 디지털 기술 사용에 대한 신뢰와
확신
∙ 인터넷 안전 및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장치, 개인 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
건강 및 복지 및 환경 보호
진로 관련 역량
∙ STEM 기술적 스킬
∙ 숙련 또는 수준 향상
∙ Reskilling
∙ 특정 소프트웨어 스킬
∙ 특정 프로그래밍 스킬
∙ 기술 훈련
∙ 자격 증명
∙ 영어 실력

∙ 전략적 사고
∙ 복합적 문제 해결
∙ 심상화
∙ 평가 및 측정
∙ 디자인 사고
∙ 적응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의사소통
∙ 개인간 의사소통
∙ 관계 스킬
∙ 네트워킹
∙ 구두 및 서면 표현
∙ 독해력
∙ 적극적인 청취
∙ 협력
∙ 다른 사람들과 협조하기
∙ 협상과 설득
∙ 주장
∙ 감성지능(EQ)
사회적 인식
∙ 공감과 동정심
∙ 문화적 민감성
∙ 다양성과 포괄성에 대한 허용과 인정
∙ 타인의 존경
∙ 사회적 참여
∙ 서비스 지향
∙ 지역 사회 참여
∙ 윤리적 책임
∙ 감사
∙ 도덕적 인식
자기 관리
∙ 자제
∙ 자기 단련
∙ 자기 동기부여
∙ 정서적 규제
∙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모니터링
∙ 스트레스 관리
∙ 목표 지향
직업적 스킬
∙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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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스킬
∙ 외국어 능력
산업 특화 역량
∙ 농업
∙ 교육
∙ 에너지
∙ 재정 및 보험
∙ 헬스케어
∙ 제조
∙ 직물
∙ 운송
첨단 스킬
∙ 컴퓨팅 사고 및 코딩
∙ 인공지능(AI)
∙ 블록체인
∙ 빅데이터 및 예측 분석
∙ 클라우드 컴퓨팅
∙ 기계학습
∙ 로보틱스, 드론, 자율주행
∙ 사물 인터넷(IoT)
∙ 나노 기술
∙ 유전학 및 생명공학
∙ 고급 제조 및 3D 프린팅

비기술적 스킬
∙ 팀 구축
∙ 조직
∙ 멀티태스킹
∙ 자원 관리
∙ 인력 관리
∙ 시간 관리
∙ 기업가 정신
성격 특성
∙ 낙천주의
∙ 배우고자 하는 마음
∙ 호기심
∙ 열정
∙ 합리성
∙ 유연성 및 적응성
∙ 동기부여
∙ 헌신, 지속성, 용기
∙ 직업 윤리, 근면, 정확성
∙ 의존성, 신뢰성
∙ 독립성, 중재
∙ 중요한 피드백을 통한 개선 능력
∙ 정직, 신뢰성

자료: Lyons, Kass-Hanna, Zucchetti, and Cobo(2019: 16-17) 연구자가 발췌하여 번역

지금까지 디지털 역량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기 위하여 디지털 리터
러시의 경우 UNESCO(2011)의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 요소, 영국 JISC
(2014)의 디지털 리터러시 7요소 모델, 미국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
(2016)의 K-12 디지털 리터러시 및 컴퓨터과학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캐나다 BC’s(2019)의 디지털 리터리시 프레임워크, 한국교육학술정보
원(2019)의 2018 디지털 리터러시 검사 성취기준을 살펴보았다. 디지
털 역량의 경우 Ferrari, Punie, & Redecker(2012)의 디지털 역량 영
역, Janssen, Stoyanov, Ferrari, Punie, Pannekeet, & Sloep(2013)의 디
지털 역량 12개 영역, 유럽 JRC(2013, 2016, 2017)의 DigComp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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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워크 시리즈, 최숙영(2018)의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의 영역별 요
소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디지털 역량의 ICT 전문가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유럽표준위원회(2016)의 유럽 공통 프레임워크인 e-CF 3.0을
검토하였고,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역량을 포함하여 21세기의 종합
적인 역량을 논의한 G20의 연구 및 정책 자문 네트워크인 T20의 21
세기에 필요한 디지털 스킬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형태 및 내용의 국내외 디지털 역량 구성
요소에 대해 앞서 살펴본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특징과 비교 분석
하고 교차점을 탐색하여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
및 구성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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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디지털 역량의 개념 및 구성 요소의 정의
1.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도출 전략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 및 구성 요소 도출 전
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먼저 1절에서 살펴본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각 관점별로 종합해 보기로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적 주요 특징을 종합하면 <표 2-29>와
같다. 이는 주로 산업 분야의 생산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스마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네트워킹 및 상호 연결성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각 생산 분야의 경계가 무너져 융합되며, 소비 주체의 개인적 요구에
따라 맞춤형 모듈화가 가능해짐을 보여 준다.

<표 2-29>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적 주요 특징
Deloitte(2015b)

European
Parliament(2016)

스마트 생산 시스템의
수직 네트워킹

상호 운용성

차세대 글로벌 가치 사슬
네트워크를 통한 수평적 통합

가상화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학제적 엔지니어링

분산화

기하급수적 기술을 통한
가속화

실시간 기능

Australian
Government(2017)

융합

기술 발전의 가속화

모듈성

개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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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관점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면 <표 2-30>과
같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해 여러 기관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로보틱스, 3D 프린팅, 웨어러블, 드
론, VR/AR, 자율주행 기술 등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고, 이러한 첨단
기술을 통한 생산 및 물류 등 산업 전반 시스템의 스마트화를 4차 산
업혁명의 기술적 관점의 특징으로 강조하고 있다.
<표 2-30>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관점의 주요 특징
BCG(2015)

PwC(2017)

WEF(2017)

 빅데이터 기반의
 사물 인터넷, 인

품질 제어
공지능, 첨단로

 로봇 보조 생산
봇, 웨어러블 및
 센서, 3D 프린

 자율주행 물류
3D 프린팅으로
팅, 가상/증강 현

차량
서, 이들 핵심
실, 휴머노이드

 생산 라인 시뮬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 인공지능,
레이션
제품 설계, 제조,
드론 등은 향후

 스마트 공급망
조립, 분배, 소
5년 내에 거의 2

비, 구입 후 서
 예측 유지 보수
배 정도 활용도

 기계 서비스
비스, 폐기, 심지
가 증가

 자체 조직 생산
어 재사용되는

 복잡한 부품의
종류, 장소 및

추가 제조
방식을 전환



이철현(2019)
ICT 관련
미래 대표 기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로보틱스
웨어러블
3D 프린팅
VR/AR
드론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버 보안
자동화 기술
블록체인
무선통신
융합 기술

4차 산업혁명의 직업 변화 관점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면 <표 2-31>과 같
다. 이 부분은 앞서 언급한 기술적 관점의 특징과 연계되는 것으로, 여러
첨단 기술이 다양한 직업 분야에 적용됨으로써 인간 역할에 변화가 생기고,
직무 수행을 위한 자격 요건이 강화되며, 기존 직업의 소멸 및 새로운 직업
의 탄생 등 일자리 환경이 변화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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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4차 산업혁명의 직업 변화 관점의 주요 특징
Morrar 외(2017)

WEF(2016)

미래창조과학부 외(2017)

[미래의 일자리 환경 변화]
 일반 사무직 중심으로
 인공지능, 로봇공학, 드
 고용 환경: 일자리 양극
710만 개의 일자리가
론, 가상현실 및 IoT 형
화와 데이터 기반 인적
소멸되고, 컴퓨터, 수학
태의 새로운 기술 혁신
관리 강화
관련 분야의 일자리가
은 인간 역할의 대체 가
 산업구조: 자가 고용과
200만 개 이상 창출 예
능성 증가
창조 서비스업의 증가
측
 특정 작업은 자동화를
 업무 환경: 언제 어디서
 5년 내 사무·관리 직종
통해 중복되거나 쓸모
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은 475만 9천 개가 감
없게 될 수 있음
업무 환경
소할 것이나, 컴퓨터·수
 생산 프로세스의 디지
[미래의 직업 변화]
학 분야에서 40만 5천
털화, 새로운 일자리의
 기존 직업의 고부가가
개, 사업·금융 분야에서
자격 요건이 더욱 엄격
치화
49만 2천 개, 건축·공학
 융합형 직업의 증가
해질 것이며, 새로운 기
분야에서 33만 9천 개
술과 지식 요구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
의 일자리 증가 예상
운 직업 탄생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역량 관점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면 <표 2-32>와
같다. 이 부분은 첨단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이나 직업 변화와 연계되어 나타나는 특징이다. 즉, 첨단 ICT가 산업
및 직업 분야의 기반 기술이 됨으로써 ICT 관련 디지털 역량이 필수
화되어야 하고, 인공지능 등의 지능화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함
에 따라 인간 고유 역할의 정체성 확립 요구의 일환으로 인간-기계의
협력 능력과 프로젝트 관리나 창의력과 같은 소프트 스킬이 미래의
핵심 역량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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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역량 관점의 주요 특징
Australian
Government(2017)

미래창조과학부
외(2017)

[디지털 역량]
•인더스트리 4.0
프로그래밍 및
소프트웨어 엔지
니어링
•데이터과학
•데이터 /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
•IoT
•IT 아키텍처
•보안
[프로젝트
관리 역량]
•생산 관리
•다중 프로젝트
관리
•공급망 및 지원
서비스
•물류
[소프트 스킬]
•창의력
•디자인
•혁신
•리더십

[인간 고유의 문제
인식 역량 ]
 유연하고 감성적
인 인지력
 비판적 상황
해석력
 능동적 자료 탐색
및 학습
[인간 고유의 대안
도출 역량 ]
 구조화/설계된
휴먼 모니터링
능력
 유인형 협력 능력
 협력적 의사
결정력
 휴먼 클라우드
활용 능력
 시스템적 사고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 역량]
 디지털 문해력
 정교한 첨단
기술 조작 역량
 휴먼-컴퓨터
조합력

최재정(2018)

이철현(2019)

디지털 역량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과 유연성
팀워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법의 학습
능력
 기획, 계획 능력디자인 사고
 스트레스 저항력

[인간 고유 역량]
 인지력
 소프트 스킬
 미래 역량
[인간-기계 협력
능력]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실행력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문제 관점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면 <표
2-33>과 같다. 4차 산업혁명은 개인, 사회,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문
제를 일으키지만, 여기에서는 개인 정보가 보호되지 못하여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데이터양의 증가로 개인의 데이터 통제력 상실 등 데이터
보안 관련 위험이 높아지며, 인공지능의 고도화가 인간의 윤리적 경계
재정의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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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문제 관점의 주요 특징
Anderson 외(2015)

Schwab(2015)

Deloitte(2015a)

 개인 정보 보호, 개인
정보의 공유 및 추적,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의  데이터양의 기하급수적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
혁명은 인간의 도덕적,
인 증가로 데이터 보안
상실
윤리적 경계 재정의
관련 위험 발생
 사생활에 관한 개인 정
보 공개

지금까지 살펴본 4차 산업혁명의 각 관점별 특징은 디지털 역량의
개념을 설정하고 구성 요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관련
된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
량 도출 전략을 [그림 2-8]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2-8]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도출 전략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

디지털 역량

디지털 전환적 주요 특징

디지털 역량의 배경 측면

기술적 관점의 주요 특징

디지털 역량의 기술적 지식 측면

직업 변화 관점의 주요 특징

디지털 역량의 직업적 요구 측면

미래 역량 관점의 주요 특징

디지털 역량의 지향점 측면

사회적 문제 관점의 주요 특징

디지털 역량의 사회적 문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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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혁신적 모습을 설명하기
도 하지만, 미래의 국가 시스템, 사회, 일자리 등에 나타날 수 있는 상
황을 예측한다. 따라서 이철현(2019)이 미래 사회의 변화 트렌드와 미
래 직업 세계의 변화 트렌드를 ICT 관점에서 분석하여 얻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은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을 설정하는 데 유
용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첫째, 미래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인 중 주요 ICT 관련 기술인 인공
지능, 디지털 DNA, 블록체인, 정보 유통, 양자 컴퓨터, 디지털 데이터
경제 등을 이해하고, 이를 현실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최신 ICT인 인공지능, 넥스트 딥러닝,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3D 프린팅 기술 혁신, 사물 인터넷과 엣지컴퓨팅 등을 포함하여 새롭
게 등장하는 ICT의 개념과 원리의 기초적 이해를 도모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능적 자동화가 심화되는 환경을 이해하고, 인간 및 지능화
된 기계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인간 고유
의 역량을 정립하며, 이러한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디지털 기술의 변화가 우리 생활과 개인, 경제, 산업, 정치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 발달 및 사회 변화의 상호 관계 등
기술의 사회학적 관점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디지털 기술 발달로 새롭게 나타나거나 증폭되는 기존의 문
제, 즉 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등의 사이버 리스크 확산, 국가 간
ICT 경쟁 심화와 디지털 냉전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 문제 등의 딜레
마를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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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역할을 탐구해야 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태도와 실천적 지식
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직업세계를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단순한 도구적 활용이 아닌 시스템적 관점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감성, 인문적 상상력 등 고유
한 능력을 키우고, 이를 확장하는 데 디지털 기술을 적절히 접목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미래 일자리 환경 변화와 미래 일자리 변화의 주요 트렌드
를 알고, 변화 트렌드의 맥락을 놓치지 않는 직업적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 및 구성 요소의 정의

가. 개념(초안)
지금까지 살펴본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특징,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역량의 개념 및 구성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차 산
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초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사회에서 일상적 삶을 살고 학습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
으로 필요한 디지털 지식, 디지털 스킬, 디지털 태도로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디지털 전환적 사회 환경을 이해하고 디지털 콘텐츠 및 기기 관리,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디지털 콘텐츠 생성, 디지털 문제 해결, 컴퓨팅
사고, 디지털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 디지털 변화의 직업적 요구 수용 등
을 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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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 요소
다음으로, 1절에서 검토한 여러 기관 및 학자들이 제시한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 요소와 디지털 역량 구성 요소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2-34>, <표 2-35>와 같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경우, 정보 리터러시,
지식(정보) 생성, 의사소통, 협력, 컴퓨팅 사고, 디지털 시민의식 등이
공통 구성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고, 디지털 역량의 경우 정보 리터러시,
의사소통, 협력, 콘텐츠(지식) 생성, 디지털 윤리, 문제 해결 등이 공통
구성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역량 모두 공통
요소가 유사하였으나, 디지털 윤리, 디지털 시민의식과 디지털 사회적
측면이 디지털 역량에서 좀 더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34> 디지털 리터러시 종합
UNESCO
(2011)

JISC
(2014)
정보
리터러시

정보 접근, 관리,
평가

정보 통합

매사추세츠
(2015)

BC
(2019)
연구 및 정보
리터러시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

ICT
리터
러시

KERIS
(2019)
정보의 탐색
정보의 분석 및
평가

정보의 조직 및
창출

새로운 지식
생성

미디어
리터러시

창의성과 혁신

의사소통

의사소통
과 협력

의사소통 및
협업

정보의 소통

디지털
시민의식

정보의 활용 및
관리

학습 스킬

디지털 도구
및 협업

디지털 학문
진로 및 정체성
관리

컴퓨팅 및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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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2011)

JISC
(2014)

매사추세츠
(2015)
컴퓨팅 사고
컴퓨팅
시스템

BC
(2019)

KERIS
(2019)
추상화

기술 운영 및
개념

자동화

<표 2-35> 디지털 역량 종합
Ferrari 외
(2012)

Janssen 외
(2013)

JRC(2013,
2015, 2016)의
DigComp

정보 관리

정보 처리 및
관리

정보 및 데이터 비판적 사고와
리터러시
정보 소양

협력
의사소통 및
공유

콘텐츠와
지식 생성

기술 중재
의사소통 및
협업
일과 창조적
표현을 위한
전문화되고
고급화된 역량
자기 효능감을
입증하는
매끄러운 사용

최숙영
(2018)

의사소통 및
협력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의사소통과
협력

디지털 콘텐츠
생성

창의·융합적
사고와
콘텐츠 창작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사회에서 ICT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인식

안전

디지털 사회의
이해와
디지털
시민의식

기술에 대한
균형된 태도
평가 및 문제
해결

정보에 근거하여
적절한 디지털
기술 결정

운영 스킬
정보적 스킬

창의적 스킬

사회적 스킬

법적 및 윤리적
측면
윤리 및 책임

T20(2019)의
기술적 스킬

문제 해결

컴퓨팅 사고와
문제 해결

디지털
시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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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ari 외
(2012)

Janssen 외
(2013)

JRC(2013,
2015, 2016)의
DigComp

최숙영
(2018)

T20(2019)의
기술적 스킬

일반 지식과
기능적 스킬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기술 운영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배우고, 디지털
기술에 대해
배우기
진로 관련 역량
산업 특화 역량
첨단 스킬

이상과 같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초안)을 <표 2-36>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정의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에서 언급한 내용을 역량 영역으로 설정하였고, 세부 역량
은 1절에서 살펴본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역량의 구성 요소를 참
고하여 적절히 구성하였다. 표의 DK, DS, DT는 각각 디지털 지식
(digital knowldeges), 디지털 스킬(digital skills), 디지털 태도(digital
attitudes)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세부 역량이 해당하는 정도에 따라 3
단계의 기호(◎, ○. △)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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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초안)
역량 영역

세부 역량

DK DS DA

운영체제의 일반적 사용

◎ ◎ △

디지털 응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설치, 운영

◎ ◎ △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열람, 검색
및 기기
디지털 콘텐츠 평가, 선택, 구성
리터러시
디지털 기기 작동, 제어, 유지 보수, 수리

◎ ◎ △
◎ ◎ △
◎ ◎ △

새로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수용

△ △ ◎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상호 작용

○ ◎ △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공유

○ ◎ △

디지털
의사소통 및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협업
협력
이메일 등 의사소통 미디어 활용

○ ◎ △
○ ◎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참여

○ ◎ △

디지털 콘텐츠 작성, 편집 및 배포

◎ ◎ △

기존 디지털 콘텐츠 통합, 수정, 개선, 통합, 재정교화

◎ ◎ △

디지털
웹사이트 및 디지털 플랫폼 설계
콘텐츠 생성
앱 / 소프트웨어 설계

◎ ◎ △

사용자 경험 디자인

◎ ◎ △

디지털 윤리 및 예절 준수

△ ◎ ◎

개인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 ◎ ◎

◎ ◎ △

저작권 및 라이선스가 디지털 콘텐츠에 어떻게 적용되
○ △ ◎
는지 이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법적 측면
○ △ ◎
의 영향 이해
디지털
시민의식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 ◎ ◎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보호 및 복지
사회 복지 및 사회적 포용을 위한 디지털 기술 이용

○ ◎ ◎

공공 및 민간 디지털 서비스 사용을 통한 사회 참여

○ ◎ ◎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 및 기기 보호

○ ◎ ◎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신원 및 존재 생성, 관리

○ ◎ ◎

디지털 환경의 행동 규범, 문화 및 세대 간 다양성 인식 ○ △ ◎
자신의 디지털 역량 격차 인식 및 개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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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영역

세부 역량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의 파악

디지털
문제 해결

DK DS DA
◎ △ △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단순 문제부터 복잡한 문제
△ ◎ △
까지 해결
문제 요구 대응 및 해결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 및 도구의
◎ ◎ △
식별, 평가, 선택 및 사용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여 지식 창출, 프로세스와
◎ ◎ △
제품 혁신
추상화6)

컴퓨팅 사고

알고리즘7)

◎ ◎ △
설계

◎ ◎ △

빅데이터 수집, 관리, 해석

◎ ◎ △

프로그래밍8)

◎ ◎ △

전공 관련 직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 인식 ○ △ ◎
디지털 변화의
전공 관련 직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 습득 ○ ◎ ◎
직업적 요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9)이 전공 관련 직업 분야에
수용
◎ △ △
미치는 영향 이해
ICT 전문가
역량10)

European e-Competence 프레임워크 3.0의 5단계 숙련
◎ ◎ ○
수준 중 1단계 정도의 수준

DK: digital knowldeges, DS: digital skills, DA: digital attitudes
◎: 강함, ○: 보통. △: 약함

6) 관련이 없는 세부 사항을 숨기고, 관련되고 유용한 세부 정보를 모아서 주요 아이디어에 초점
을 맞춤으로써 복잡성을 줄이는 과정
7)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하게 정의된 단계의 순서
8)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컴퓨팅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일련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명령을 계획하고 개발하기
9)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계 학습, 로보틱스, 드론,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IoT), 나노기술, 유전학 및 생명공학, 고급 제조 및 3D 프린팅 등
10) 직업계고 중 ICT 관련 전공에만 해당하는 디지털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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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의 델파이 조사

가. 조사 방법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한 전문가는
학계, 교육계, 산업계에서 ICT 관련 직무에 대해 어느 정도 경력을 가
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 5명씩 15명을 연구진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
하였다.
조사는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들이 응답할
수 있는 형식의 조사지를 제작하였다. 조사지와 함께 연구 결과를 요
약한 내용을 조사 대상 전문가들에게 전달하여 각 항목별로 타당한 정
도를 5점 리커드 척도로 표시하도록 요청하여 그 결과를 수집하였다.
1차 전문가 조사는 디지털 역량의 역량 영역에 대한 타당성, 각 역량
영역별 세부 역량에 대한 타당성,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의 개념(초안)을 판단하여 적합한 정도에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
고, 각 항목마다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경우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집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Lawshe(1975)가 개발한 내용 타당도
비율(CVR: contenet validity ratio)을 산출하였다. CVR는 전문가들의
응답 결과 중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를 이용한 다음의 공식에
의해 CVR값을 계산하고, 응답한 전문가들의 수에 따라 CVR의 최솟
값에 따라 각 항목의 제거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응답 전문가 수
에 따른 CVR의 최솟값은 <표 2-37>과 같다(Lawshe,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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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R =

N e -N/2
N/2

( N e : ‘필요하다’의 응답자 수, N : 전체 응답자 수)

<표 2-37> 응답 전문가 수에 따른 CVR의 최솟값
N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

25

30

Min.

.99

.99

.99

.75

.78

.62

.59

.56

.54

.51

.49

.42

.37

.33

이 연구는 1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CVR의 최솟값을
.49로 설정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CVR 산출 결과와 전문가
의견의 반영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CVR가 기준값(.49) 미만인 항목을
집중 검토하여 수정한다. ② CVR가 기준값(.49) 이상이라도 전문가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영하여 수정한다. ③ CVR가
기준값(.49) 이상이라도 2점 이하의 평가가 있었다면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을 반영한다. ④ 특정 항목에 대해 전문
가들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 연구진 측에서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의견을 수용한다.

나. 조사 결과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에
대해 CVR를 산출한 결과에서 먼저 디지털 역량의 역량 영역에 대한
결과는 <표 2-38>과 같다.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역량 85

<표 2-38> 디지털 역량의 ‘역량 영역’에 대한 CVR 산출 결과
역량 영역

합

평균

표준편차

CVR

디지털 콘텐츠 및 기기
리터러시

63

4.20

0.75

0.60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66

4.40

0.61

0.87

디지털 콘텐츠 생성

65

4.33

0.60

0.87

디지털 시민의식

69

4.60

0.61

0.87

디지털 문제 해결

64

4.27

0.68

0.73

컴퓨팅 사고

70

4.67

0.60

0.87

디지털 변화의 직업적 요구
수용

61

4.07

0.77

0.73

ICT 전문가 역량

60

4.00

0.73

0.47

세부 역량 설정의 전반적인
적합도

65

4.33

0.60

0.87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의 역량 영역 중 ‘ICT 전문가
역량’항목의 CVR가 0.47인 기준값 이하로 나타나서 삭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각 ‘역량 영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조사 결과를 반
영하여 설정한 수정 방안은 <표 2-39>과 같다.
<표 2-39> 디지털 역량의 ‘역량 영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수정 방안
역량 영역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이 영역이 다른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있음
 ‘디지털 콘텐츠 및 기기 리터러시’ 대신
‘디지털 기기 리터러시’가 더 적절할 것
디지털 콘텐츠
명칭을 ‘디지털 기기 리
으로 보임
및 기기
터러시’로 변경함
 기기 사용, 콘텐츠 열람 등 단순 기능적
리터러시
인 부분이 필요 역량이라기에는 부족해
보이며, 디지털 의사소통, 문제 해결, 시
민의식 등 부분 영역과 중첩되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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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영역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명칭을 ‘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로 변경함

디지털 콘텐츠
생성
 이 영역이 다른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있음
 디지털 문제 해결은 4차 산업혁명 이전
디지털 문제
에도 필요충분하게 필요한 역량으로서,
해결
디지털 문제 해결을 따로 4차산업 혁명
의 주요 디지털 역량으로 보기에는 적
합도 측면에서 약한 부분이 있음
 ‘컴퓨팅 사고’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컴퓨팅 사고’를 ‘디지털 문제
컴퓨팅 사고
해결’ 부분에 통합하여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디지털 변화의
직업적 요구
수용

 지속적인 직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디지털의 변화가 직업적 요구 사항을
가속화시겼다는 점은 이해되나, 4차 산
업혁명의 주요 역량으로 하기에는 적합
하지 않아 보임

ICT 전문가
역량

 이 부분이 다른 영역과 많이 겹침
 전문가 역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
체적인 디지털 변화에 따른 역량을 측
정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함.
 European e-Competence 프레임워크
3.0의 5단계 숙련 수준 중 1단계 정도
의 수준이 왜 전문가 수준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전문가(개발자) 수준의 역량 중 1단계
수준만을 선정하는 것이 디지털 역량과
관련성이 적어 보임
 직업계고에 대한 역량으로 인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ICT 전문가 역량 중 일
부만을 발췌하여 맥락성이 부족해 보임

기타

 역량 영역별 범위가 광의적이어서 영역
간에 중첩되어 보이는 영역이 많으며,
역량, 세부 역량의 개수가 많음

이 영역을 삭제하고 추
후 디지털 역량을 측정
하는 도구를 개발할 때
각 역량 영역별로 기초,
발전, 심화 또는 상, 중,
하 등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
는 것으로 하고, 심화 또
는 상급 수준을 ICT전문
가 역량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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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역량 영역별 세부 역량에 대한 CVR 산출 결과를 순
서대로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디지털 콘텐츠 및 기기 리터러시’영역
에 대한 CVR 산출 결과는 <표 2-40>과 같다.
<표 2-40> ‘디지털 콘텐츠 및 기기 리터러시’ 영역의 세부 역량에 대한 CVR
산출 결과
세부 역량

합

평균

표준편차

CVR

운영체제의 일반적 사용

61

4.07

0.93

0.47

디지털 응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설치,
운영

64

4.27

0.85

0.47

디지털 콘텐츠 열람, 검색

65

4.33

0.70

0.73

디지털 콘텐츠 평가, 선택, 구성

63

4.20

0.75

0.60

디지털 기기 작동, 제어, 유지 보수, 수리

62

4.13

0.72

0.60

새로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수용

61

4.07

0.68

0.60

세부 역량 설정의 전반적인 적합도

64

4.27

0.44

1.00

‘디지털 콘텐츠 및 기기 리터러시’영역의 세부 영역 중 ‘운영체제의
일반적 사용’ 과 ‘디지털 응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설치, 운영’의 CVR
가 각각 0.47로서 기준값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한 수정 방안은 <표 2-41>과 같다.
<표 2-41> ‘디지털 콘텐츠 및 기기 리터러시’ 영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수정 방안
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컴퓨팅 운영체제는 일반 사용자에게는 밀
접한 관련이 없고 필요 이상으로 보유할
운영 체제의
필요가 없는 지식 체계라 판단됨. 따라서 이 세부 역량을 삭제함
일반적 사용
디지털 역량 관점에서 운영체제 사용은 주
요 역량이 아니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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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운영체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함.
아래의 다른 세부 역량이 모두 포함된 것
이라면 중첩되어 보임.
디지털 응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설치, 운영

 응용 프로그램 설치, 운영에 대한 역량을
디지털 역량으로 보기에는 미비함. 디지털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이해 역량 등이 더
요구됨
 인터넷, 모바일 세대에게는 기본적인 사항임

디지털 콘텐츠 생성
(디지털 콘텐츠 리터
러시) 영역으로 이동
하여 ‘디지털 응용 프
로그램 활용’으로 수
정하고 설명을 추가함

디지털 콘텐츠 생성
(디지털 콘텐츠 리터
 인터넷, 모바일 세대에게는 기본적인 사항
러시) 영역으로 이동
디지털
임
하여 디지털 콘텐츠
콘텐츠 열람,  ‘디지털 콘텐츠 열람, 검색’은 ‘디지털 콘
평가, 선택, 구성과 합
검색
텐츠 생성’ 부분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
쳐서 ‘디지털 콘텐츠
할 것으로 보임
수정하고
활용’으로
설명을 추가함
 디지털 콘텐츠를 검색하고 열람하면서 콘
텐츠를 평가하고 관심 있는 부분을 선택하
고 구성하는 것은 디지털 콘텐츠 열람, 검
디지털
색과 비슷한 역량으로, 한곳으로 묶는 것
콘텐츠 평가,
이 필요함
선택, 구성  ‘디지털 콘텐츠 평가, 선택, 구성’도 디지
털 콘텐츠’ 생성 부분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디지털 시민의식 영역과 중첩되어 보임

디지털 콘텐츠 생성
(디지털 콘텐츠 리터
러시) 영역으로 이동
하여 디지털 콘텐츠
열람, 검색과 합쳐서
‘디지털 콘텐츠 활용’
으로 수정하고 설명을
추가함

 최신 IT 기기를 제어하고 작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리는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
됨. 따라서 ‘수리’는 삭제하고, 유지 보수
디지털 기기
보다는 ‘업데이트’가 어울린다고 생각됨
작동, 제어,
유지･
 유지 보수의 역량은 전문가 역량으로 볼
보수, 수리
수 있음
 유지 보수, 수리는 일반적인 디지털 역량
이라기보다는 직업적인 측면이 강함

세부 역량 명칭을 ‘디
지털 기기 다루기’로
변경하고 설명을 추가
함

새로운
 새로운 기기의 범위가 모호함
세부 역량 명칭을 ‘디지
디지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력을 강조한 것
털 기기 인식’으로 변경
기기에 대한
같다고 생각되나, 그 역량을 파악하기 쉽
하고 설명을 추가함
수용
지 않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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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수용이라는 단어보다는 인식, 이해 정도가
좋겠음

기타

 운영체제와 디지털 기기 작동, 제어의 개
념이 겹치는 부분이 있음
 새로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수용도 기기의
사용 환경에 따라 전문 지식이나 스킬이 영역 명칭을 ‘디지털
필요할 것 같음
기기 리터러시’로 변
 ‘디지털 콘텐츠 및 기기 리터러시’역량을 경함
‘디지털 기기 리터러시’로 변경하고, 디지
털 콘텐츠 부분은 ‘디지털 콘텐츠 생성’ 부
분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영역에 대한 CVR 산출 결과는
<표 2-42>와 같다.

<표 2-42>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영역 세부 역량에 대한 CVR 산출
결과
세부 역량

합

평균

표준편차

CVR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상호 작용

66

4.40

0.61

0.87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공유

65

4.33

0.70

0.73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협업

68

4.53

0.62

0.87

이메일 등 의사소통 미디어 활용

60

4.00

0.82

0.3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참여

53

3.53

0.81

-0.07

세부 역량 설정의 전반적인 적합도

63

4.20

0.54

0.87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영역의 세부 영역 중 ‘이메일 등 의사소
통 미디어 활용’ 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참여’의 CVR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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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값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조사 결과를 반영
하여 설정한 수정 방안은 <표 2-43>과 같다.

<표 2-43>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영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수정
방안
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세부 역량의 질문 의도가 어려움. 사람
들 간의 상호 작용, 즉 의사소통이라고
디지털 기술 및
하면 ‘이메일 등 의사소통 미디어 활
디지털 미디어를
용’,‘SNS 참여’와 중복될 것 같음
통한 상호 작용
 차라리 클라우드 등 자신과의 의사소
통을 넣는 것은 어떨까

수정 방안
세부 역량 명칭을 ‘디
지털 기술을 통한 의
사소통’으로 변경하고
설명을 추가함

이 세부 역량을 삭제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미디어를  인터넷, 모바일 세대에게는 기본적인 하고 ‘디지털 기술을
사항임
통한 공유 및 협업’에
통한 콘텐츠
통합함
공유
세부 역량 명칭을 ‘디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지털 기술을 통한 공
디지털 미디어를
상호 작용’과는 다른가요?
유 및 협업’으로 변경
통한 협업
하고 설명을 추가함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상호 작용이나 콘텐츠 공유 역량과 겹
치는 것 같음
 ‘이메일 등 의사소통 미디어 활용’도
크게는‘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미디어
이메일 등
를 통한 상호 작용’에 포함된다고 볼 이 세부 역량을 삭제함
의사소통 미디어
수 있음
활용
 의사소통과 상호 작용을 구분하는 것
이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음
 위의 요소와 특별히 구분되어 보이지
않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참여

 소셜 네트워크 참여는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협업’에 포함되
이 세부 역량을 삭제함
는 역량으로 판단됨
 개인적 주관에 따라 SNS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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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참여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활용’이 더 적절함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상호 작용 및 협업 역량과 겹치는 것 같음
 SNS 참여로 한정하는 것이 협소해 보
이며, 위 요소의 일부로 보임
 디지털을 통한 의사소통 역량은 디지
털 시대에 확보해야 할 역량임. 또한
이를 통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어
야 할 요소임. 단, SNS 참여는 최근 부
작용 등이 발생하는 것에 비추어 이 부
분이 4차산업 혁명에 필요한 핵심 역
량으로 보기는 힘듦
 상호 작용과 협업이 중요하지만 구분
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함

기타

다음으로, ‘디지털 콘텐츠 생성’영역에 대한 CVR 산출 결과는 <표
2-44>와 같다.
<표 2-44> ‘디지털 콘텐츠 생성’ 영역의 세부 역량에 대한 CVR 산출 결과
세부 역량

합

평균

표준편차

CVR

디지털 콘텐츠 작성, 편집, 배포

70

4.67

0.47

1.00

기존 디지털 콘텐츠 통합, 수정, 개선,
통합, 재정교화

66

4.40

0.61

0.87

웹 사이트 및 디지털 플랫폼 설계

62

4.13

0.81

0.47

앱 / 소프트웨어 설계

64

4.27

0.77

0.60

사용자 경험 디자인

66

4.40

0.71

0.73

세부 역량 설정의 전반적인 적합도

67

4.47

0.50

1.00

‘디지털 콘텐츠 생성’영역의 세부 영역 중 ‘웹 사이트 및 디지털 플랫
폼 설계’의 CVR가 0.47로서 기준값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전문
가 의견 및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한 수정 방안은 <표 2-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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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5> ‘디지털 콘텐츠 생성’ 영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수정 방안
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디지털 콘텐츠 생성’
으로 수정하고 설명을
추가함

디지털 콘텐츠
작성, 편집, 배포

이 세부 역량을 삭제
기존 디지털
콘텐츠 통합,  위의 요소 중 편집의 범위와 중첩되어 하고, 관련 내용을 ‘디
수정, 개선,
보임
지털 콘텐츠 생성’으
통합, 재정교화
로 통합함

웹 사이트 및
디지털 플랫폼
설계

 멀티미디어 부분 등 사용자 개인의 콘
텐츠 생성, 관리, 개선, 보안 등으로 지
식을 통합, 재구성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음
이 세부 역량을 삭제함
 대학교육 이상의 전문가 영역으로 생
각됨
 ‘앱 / 소프트웨어 설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음

 앱/소프트웨어 설계는 일부 콘텐츠 유통
자에게 한정된 디지털 역량으로 사료되
어 본 항목은 삭제해도 무방할 듯함
앱 / 소프트웨어
 해당 영역의 경우 전문교육 이상의 영 이 세부 역량을 삭제함
설계
역이라고 생각됨
 역량은 일부 엔지니어의 역량으로 봐
도 되지 않을까 사료됨
사용자 경험
디자인

기타

이 세부 역량을 삭제함
 웹 사이트 및 디지털 플랫폼과 소프트
웨어 설계의 차이점 제시 필요.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 설계 과정과 구분되는
차이점 필요
 디지털 콘텐츠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
함. 게시글, UCC 등부터 웹이나 앱 설
계라고 판단됨. 이 영역에서는 멀티미
디어 수준의 창의적 콘텐츠 생성에 초
점을 맞춰야 할 것 같음

‘디지털 콘텐츠 활용’
및 ‘디지털 응용 프로
그램 활용’세부 역량
을 추가하고 설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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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디지털 시민의식’영역에 대한 CVR 산출 결과는 <표
2-46>과 같다.

<표 2-46> ‘디지털 시민의식’ 영역의 세부 역량에 대한 CVR 산출 결과
세부 역량

합

평균

표준편차

CVR

디지털 윤리 및 예절 준수

69

4.60

0.49

1.00

개인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72

4.80

0.40

1.00

저작권 및 라이선스가 디지털 콘텐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

65

4.33

0.70

0.73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법적 측면의 영향 이해

65

4.33

0.79

0.87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보호 및 복지

63

4.20

0.75

0.60

사회 복지 및 사회적 포용을 위한 디지털
기술 이용

61

4.07

0.77

0.47

공공 및 민간 디지털 서비스 사용을 통한
사회 참여

64

4.27

0.77

0.60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 및 기기
보호

60

4.00

0.89

0.47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신원 및 존재
생성‧관리

63

4.20

0.83

0.47

디지털 환경의 행동 규범, 문화 및 세대 간
다양성 인식

65

4.33

0.70

0.73

자신의 디지털 역량 격차 인식 및 개선
의지

63

4.20

0.65

0.73

세부 역량 설정의 전반적인 적합도

63

4.20

0.65

0.73

‘디지털 시민의식’영역의 세부 영역 중 ‘사회 복지 및 사회적 포용을
위한 디지털 기술 이용’,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 및 기기 보호’,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신원 및 존재 생성․관리’의 CVR가 0.4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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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준값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한 수정 방안은 <표 2-47>과 같다.
<표 2-47> ‘디지털 시민의식’ 영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수정 방안
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디지털 예절 준수’로
수정하고 설명을 추가함

디지털 윤리 및 예절
준수
개인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설명을 추가함
‘저작권 및 라이선스
이해’로 수정하고 설
명을 추가함

저작권 및 라이선스가
디지털 콘텐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법적 ‘디지털 전환의 영향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측면의 역량을 한꺼번에 파악하 이해’로 수정하고 범위
를 좁힌 설명을 추가함
법적 측면의 영향 이해
기 어려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 및 복지의 영역이 너무 차
자신과 타인의 신체적,
이가 나 한꺼번에 파악하기 어 세부 역량을 삭제함
정신적 건강 보호 및
려움
복지
사회 복지 및 사회적
포용을 위한 디지털
기술 이용

 ‘디지털 시민의식’의 일반적인
세부 역량이라기보다는 너무 특
정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공공 및 민간 디지털
서비스 사용을 통한
사회 참여

세부 역량을 삭제하고
 공공 및 민간 용어가 불필요하
관련 내용을 ‘디지털
며, 의사소통 영역과 다소 중복
공공성 제고’를 신설
되어 보임
하여 통합함

세부 역량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디지털
공공성 제고’를 신설
하여 통합함

 시민의식이라기보다 ‘가. 디지
털 콘텐츠 및 기기 리터러시’에
더 가까움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보호 내용은 정보 보호 수준이
세부 역량을 삭제함
면 될 것 같고, 콘텐츠 및 기기
콘텐츠 및 기기 보호
는 관리 수준으로 보임. 관리
수준이라면 시민의식 영역에 맞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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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역량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신원 및 존재 생성‧관리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개인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등 특정 요소의 하위 활동 및 요 세부 역량을 삭제함
소로 들어갈 만한 요소라 생각함

 디지털 환경은 다양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므로 본 역량은
디지털 환경의 행동
제거해도 무방할 듯함
세부 역량을 삭제하고
규범, 문화 및 세대 간  행동 규범은 디지털 윤리 및 예절 ‘디지털 윤리 및 예절
다양성 인식
준수와도 중첩될 듯함. 문화도 사 준수’에 설명을 통합함
회 복지 및 사회적 포용 / 사회
참여 등의 요소와 중첩될 듯함
 일반 직무 역량이라기보다는 정
부 정책 관련 부서에 해당되는 세부 역량을 삭제하고
자신의 디지털 역량
역량으로 보임
‘디지털 전환의 영향
격차 인식 및 개선 의지
 개인의 역량은 시민의식의 영역 이해’에 설명을 통합함
에 적합하지 않음

기타

 여러 요소와 개념이 혼재되어
있음. 포함 관계에 따라 조정이
필요해 보임
 디지털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
가 추가되었으면 함. 기존 사회
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디지털
사회로의 발전에 따른 신규 범
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음. 이러한 디지털화된 신규 범
죄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제고
가 디지털 시민의식으로 자리매
‘디지털 범죄 인식 제
김 되어야 할 것임
고’를 신설하고 설명
 p. 35에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을 추가함
자기 이미지와 정체성 확립을
추가하기를 권고함
 디지털 시민의식에서 미디어 리
터러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듯함
 전반적인 내용이 디지털 시민의
식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보다
포괄적인 역량명을 재선정할 필
요가 있음
 다른 영역에 비해 시민의식 세
부 역량 개수가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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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디지털 문제 해결’영역에 대한 CVR 산출 결과는 <표
2-48>과 같다.

<표 2-48> ‘디지털 문제 해결’ 영역의 세부 역량에 대한 CVR 산출 결과
세부 역량

합

평균

표준편차

CVR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의
파악

64

4.27

0.68

0.73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단순 문제부터
복잡한 문제까지 해결

60

4.00

0.82

0.33

문제 요구 대응 및 해결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 및 도구의 식별, 평가, 선택 및 사용

64

4.27

0.77

0.60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여 지식 창출,
프로세스와 제품 혁신

66

4.40

0.71

0.73

세부 역량 설정의 전반적인 적합도

64

4.27

0.68

0.73

‘디지털 문제 해결’영역의 세부 영역 중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단순 문제부터 복잡한 문제까지 해결’의 CVR가 0.47로서 기준값 미
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
정한 수정 방안은 <표 2-49>와 같다.

<표 2-49> ‘디지털 문제 해결’ 영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수정 방안
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의 파악

 실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디지털 기술적 문제
것도 어려움. 따라서 디지털 환경과
수정하고
대응’으로
기술을 근거로 한 기술적 문제 인식
설명을 추가함
정도로 적당할 것 같음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단순
문제부터 복잡한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복잡한 문제는 ‘디지털 기술적 문제
아주 전문적인 영역으로 봐야할 듯함 해결’로 수정하고 설
 문제 해결 전체를 할 수 있는 능력 명을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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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문제까지 해결

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내용과 방
법이 모두 애매함
 이 세부 역량은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음
 디지털 환경 문제 해결보다는 디지
털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디지털 역량에 적합해 보임
 문제 해결 역량 영역에 단순 문제부
터 복잡 문제까지 범위를 정하는 것
이 불분명해 보임

수정 방안

문제 요구 대응 및
해결에 필요한
세부 역량을 삭제하고
 다른 영역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디지털 기술 및
내용을 타 세부 역량
라고 생각함
도구의 식별, 평가,
의 설명에 통합함
선택 및 사용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여
지식 창출,
프로세스와 제품
혁신

기타

 problem solving에 가까운 문항임
 제시된 내용의 범위가 광범위함

 다른 역량들에서 포함할 수도 있는
내용임(컴퓨팅 사고 등)
 모든 역량이 두 번째 문제 해결 역
량과 겹치는 부분이 많음
 디지털에 기반한 문제 해결 역량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훈련되어야 할
핵심 요소로 생각됨
 해당 영역의 문제 해결은 problem
solving인지, trobleshooting에 가까
운지 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 같
음. 참고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problem solving에 가까운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만약 의도한
것이 problem solving이라면 문항이
많이 수정되어야 할 듯함
 디지털을 활용한 문제 해결의 경우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역량이므로 모든 교육에서 활용할

세부 역량을 삭제함

세부 역량을 좀 더 명
확하고 단순하게 구분
하고,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독자의 이해
를 돕고자 함
‘컴퓨팅 사고’세부 역
량을 추가하고 설명을
덧붙임

98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직업계고 디지털 역량 교육 연구

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단순 문
제부터 복잡한 문제까지 해결할 경
우 지식의 정도가 애매함
 다른 역량의 하위 요소로 결합하거
나 통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 함

다음으로, ‘컴퓨팅 사고’영역에 대한 CVR 산출 결과는 <표 2-50>과
같다.
<표 2-50> ‘컴퓨팅 사고’ 영역의 세부 역량에 대한 CVR 산출 결과
세부 역량

합

평균

표준편차

CVR

추상화

71

4.73

0.44

1.00

알고리즘 설계

66

4.40

0.49

1.00

빅데이터 수집, 관리, 해석

62

4.13

0.88

0.33

프로그래밍

66

4.40

0.71

0.73

세부 역량 설정의 전반적인 적합도

66

4.40

0.61

0.87

‘컴퓨팅 사고’ 영역의 세부 영역 중 ‘빅데이터 수집, 관리, 해석’의
CVR가 0.47로서 기준값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한 수정 방안은 <표 2-51>과 같다.
<표 2-51> ‘컴퓨팅 사고’ 영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수정 방안
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추상화
알고리즘 설계

‘알고리즘 설계 및 프
 알고리즘 설계가 추상화 과정인데,
로그래밍’으로 통합하
구분이 필요함
여 설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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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빅데이터 수집,
관리, 해석

 데이터에 대한 수집, 관리, 해석은
점차 컴퓨팅의 역할로 귀결되므로
개인의 컴퓨팅 사고 역량으로는 미
약해 보임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활용’역량
으로 변경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있음
 빅데이터 수집, 관리, 해석의 경우 으로 수정하고 설명을
전문가 영역이라고 생각함
추가함
 빅데이터로 규정하기보다는 데이터
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해 보임
 빅데이터의 수집 역량은 컴퓨팅 사
고의 영역이 아니라 디지털 문제 해
결과 같은 영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
장함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설계 및 프
 프로그래밍의 경우 알고리즘 설계와
로그래밍’으로 통합하
같이 연계되었으면 함
여 설명을 추가함

기타

- ‘컴퓨팅 사고’영역을
 컴퓨팅 사고력 영역이 너무 세분화
‘디지털 문제 해결’
되어 있음
의 세부 역량으로
 컴퓨팅 사고 카테고리에 대한 좀 더
이동함
심도 있는 모색이 필요함
- 세부 역량을 좀 더
 컴퓨팅 관점의 문제 발견 및 정의 /
단순화함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분해 / 패턴
- 문제 분해, 패턴 인
인식 등의 컴퓨팅 사고력의 요소를
식 등을 설명에 추
추가할 필요가 있음
가함

다음으로, ‘디지털 변화의 직업적 요구 수용’영역에 대한 CVR 산출
결과는 <표 2-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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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 ‘디지털 변화의 직업적 요구 수용’ 영역 세부 역량 CVR 산출 결과
세부 역량

합

평균

표준편차

CVR

전공 관련 직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 인식

66

4.40

0.71

0.73

전공 관련 직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 습득

68

4.53

0.62

0.87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전공 관련
직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 이해

65

4.33

0.70

0.73

세부 역량 설정의 전반적인 적합도

66

4.40

0.61

0.87

‘디지털 변화의 직업적 요구 수용’영역의 세부 영역 중 CVR가 기
준값 미만으로 나타난 것은 없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한 수정 방안은 <표 2-53>과 같다.
<표 2-53> ‘디지털 변화의 직업적 요구 수용’ 영역 전문가 의견 및 수정 방안
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전공 관련 직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 인식

 역량을 습득하려면 인식이 선행됨.
다른 영역에서도 이런 포함 관계의
정립이 필요함. 혹시 과정에 대한
역량이라면 모든 영역이 동일한 과
정으로 재정립되어야 함

‘직업적 디지털 역량
요구 인식’으로 세부
역량 명칭을 변경하고
설명을 추가함

‘직업적 디지털 역량
전공 관련 직업  전공 관련 직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함양’으로 세부 역량
분야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 습득뿐만 아니라 활용
명칭을 변경하고 설명
디지털 역량 습득
및 적용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을 추가
4차 산업혁명의
 영향 이해보다는 타 산업과의 융합
핵심 기술이 전공
등에 대한 분석 등이 더욱 필요한
관련 직업 분야에
역량이 될 듯함
미치는 영향 이해

기타

‘4차 산업혁명의 직업
적 영향 이해’로 세부
역량 명칭을 변경하고
설명을 추가함

 디지털 시대에는 전공 관점이 아닌
타 전공과의 융합이 더욱 절실해 보
‘4차 산업혁명의 직업
임. 따라서 전공 관련 핵심 기술에
적 영향 이해’의 설명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타 산업과
에 통합하여 설명함
의 융합 및 연계에 대한 이해 및 사
고체계의 전환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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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ICT 전문가 역량’에 대한 CVR 산출 결과는 <표 2-54>와
같다.
<표 2-54> ‘ICT 전문가 역량’ 영역의 세부 역량에 대한 CVR 산출 결과
세부 역량

합

평균

표준편차

CVR

ICT 전문가 역량

64

4.27

0.77

0.60

‘ICT 전문가 역량’영역의 세부 영역의 CVR는 기준값 이상으로 나
타났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한 수정
방안은 <표 2-55>와 같다.
<표 2-55> ‘ICT 전문가 역량’ 영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수정 방안
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ICT 전문가
역량

 관련 직종 종사자들에게만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함
 ICT 전문가 역량 중 일부만
을 발췌하므로 맥락성이 부
족해 보임

기타

수정 방안

이 영역을 삭제함. 추후 디지털 역량
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할 때 각 역
량 영역별로 기초, 발전, 심화, 또는
상, 중, 하 등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
는 준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심
 다른 영역의 설계나 개발 화 또는 상급 수준을 ICT 전문가 역
량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함
등의 내용과 많이 겹침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초안)’에 대한
CVR 산출 결과는 <표 2-56>과 같다.
<표 2-56>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초안)’ 영역의 세부
역량에 대한 CVR 산출 결과
세부 역량

합

평균

표준편차

CVR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초안)

64

4.27

0.77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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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초안)’영역의 세부 영
역의 CVR는 기준값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한 수정 방안은 <표 2-57>과 같다.

<표 2-57>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초안)’ 영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수정 방안
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디지털 역량에 대한 모든
요소를 나열하다 보니 직접
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것 같
음. 개별적인 역량을 추상화
및 그루핑하여 제시하면 개
념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듯함. 예를 들어 다
음과 같이 개념을 제시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음. “디
지털 사회에서 개인이 일상
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4차
필요한 디지털 기본 역량과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에 순응하기
고려한 디지털
위한 사고체계 및 디지털
역량의
수용 능력”
개념(초안)
 앞에서 제안한 의견처럼
‘디지털 콘텐츠’를 삭제하고
‘디지털 기기 관리’로 수정
하고, ‘컴퓨팅 사고’도 ‘디
지털 문제 해결’에 포함하
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
로 보임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디지
털 전환적 사회 환경을 이해
하고 → 4차 산업혁명 이전
에 디지털로 전환되어 있음
기타

 개념의 정의가 너무 긴 느
낌, 좀 더 줄인 개념 형성이
필요함

수정 방안

- 개념(초안)을 다음과 같이 단순화함
“디지털 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
위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지식,
스킬, 태도로서 4차 산업혁명을 이
해하여 디지털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 직업적 요구를 수행할 수 있
는 능력”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역량 103

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영역을 모두 표현하기보다
는 최종 목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
요함(예: 최종 목표가 디지
털 시민성과 직무역량 습득
이라면 ~ 디지털 태도로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디지
털 전환 사회를 이해하여
디지털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 직업적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
지털 역량의 개념은 좀 더
간략화 및 추상화함으로써
이해도를 개선했으면 함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디지
털 전환적 사회 환경을 이
해하고”라고 했을 경우, 4차
산업 도래 또는 그 후 사회
환경에서는 또 변화해야 하
는 소양으로 느껴짐. “4차
산업혁명(사회)을 이해하고”
또는 “디지털 사회(환경)를
이해하고”라고 언급해도 될
듯함

이상에서 살펴본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의 수정 방안을
반영하여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수정안)’을 제시하면
<표 2-5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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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8> 1차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반영한 디지털 역량(수정안)
역량 영역

디지털 기기
리터러시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세부 역량

DK DS DA

 디지털 기기 다루기
디지털 기기를 작동하고 업데이트하며, 디지털 기기의 ◎ ◎ △
단순한 문제 해결에서 좀 더 복잡한 문제까지 해결하기
 디지털 기기 인식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기를 △ △ ◎
알고 필요한 디지털 기기를 선택하기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의사소통
다양한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통해 상호 작용하고,
○ ◎ △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디지털 통신 수단 및 도구를 이
해하기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공유 및 협업
적절한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이용하여 자원 및 지식
○ ◎ △
을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구축하고, 공동 창작하며,
이를 위한 협업 프로세스 알기
 디지털 콘텐츠 활용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콘텐츠를 열람, 검색, 평가, 선 ◎ ◎ ○
택, 구성하여 일상생활이나 일에 활용하기

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

 디지털 콘텐츠 생성
기존 지식체계의 정보와 콘텐츠를 멀티미디어 수준의
다양한 형식으로 수정, 개선, 작성 및 편집하여 새롭고 ◎ ◎ ○
독창적인 콘텐츠를 창출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디지털 응용 프로그램 활용
필요한 디지털 응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생활이 ◎ ◎ ○
나 일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디지털
시민의식

 디지털 예절 준수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 및 세대 간의 다양성을 인식
○ △ ◎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상호 작용하는 동안 행동 규범
과 노하우 알고 지키기
 개인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과 타인을 개인 정보 및 프라이
○ △ ◎
버시 침해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개인 식별 정보
의 안전한 사용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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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영역

세부 역량

DK DS DA

 저작권 및 라이선스 이해
저작권 및 라이선스가 데이터, 정보 및 디지털 콘텐츠 ○ △ ◎
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기
 디지털 전환의 영향 이해
디지털 기술 발달이 가져온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
○ △ ◎
적 측면의 영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디지털 역량 격차
를 식별하고 개선할 부분 이해하기
 디지털 공공성 제고
공공 및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을 통해 사회 복지
○ ○ ◎
에 참여하고, 적절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참여적 시민
권을 위한 기회 모색하기
 디지털 범죄 인식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신규 디지털 범죄의 출 ○ △ ◎
현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민감성 갖기
 디지털 기술적 문제 대응
디지털 환경의 기술적 문제를 인식 및 파악하고, 이를
◎ △ △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도구 및 가능한 기술적 대응책
을 식별, 평가, 선택하기
 디지털 기술적 문제 해결
선택한 디지털 기술적 대응책을 사용하여 단순한 문제 ○ ◎ △
부터 좀 더 복잡한 문제까지 해결
디지털
문제 해결

 컴퓨팅 사고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
미를 이해하고 패턴 찾기
- 추상화: 문제를 이해하기 쉬운 단위로 나누어 관련
이 없는 세부 사항은 숨기고, 관련되고 유용한 세부
정보를 모아서 주요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 ◎ △
복잡성 줄이기
- 알고리즘 설계 및 프로그래밍: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정확하게 정의된 단계를 설계하고, 이를 적용하
여 컴퓨팅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일련의 프로그
래밍 언어의 명령을 계획하고 개발하기

디지털 변화의  직업적 디지털 역량 요구 인식
직업적 요구 자신의 전공 관련 직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도 ○ △ ◎
수용
구 및 기술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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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영역

세부 역량

DK DS DA

 직업적 디지털 역량 함양
자신의 전공 관련 직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도
○ ◎ ◎
구의 사용법 및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려는 태도를 갖
고 실천하기
 4차 산업혁명의 직업적 영향 이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11)이 자신의 전공 관련 직업
◎ △ △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타 직업 분야와의 융합적 현상
에 대해 이해하기
DK: digital knowldeges, DS: digital skills, DA: digital attitudes
◎: 강함, ○: 보통. △: 약함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개념 수정(안)’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지식, 스킬,
태도로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여 디지털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 직업
적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수정안)에 대해 1차 조사에 참여한 15명의 전문가를 대
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CVR를 산출한
결과에서, 먼저 디지털 역량의 역량(수정안) 영역에 대한 결과는 <표
2-59>와 같다.

11)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계 학습, 로보틱스, 드론,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IoT), 나노 기술, 유전학 및 생명공학, 고급 제조 및 3D 프린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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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9> 디지털 역량(수정안)의 ‘역량 영역’에 대한 CVR 산출 결과
역량 영역

합

평균

표준편차

CVR

디지털 기기 리터러시

65

4.33

0.70

0.73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69

4.60

0.49

1.00

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

69

4.60

0.61

0.87

디지털 시민의식

70

4.67

0.47

1.00

디지털 문제 해결

72

4.80

0.40

1.00

디지털 변화의
직업적 요구 수용

63

4.20

0.54

0.87

세부 역량 설정의
전반적인 적합도

70

4.67

0.47

1.00

모든 역량 영역이 CVR 기준값 .49보다 높게 나타나 역량 영역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각 ‘역량 영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
영하여 설정한 수정 방안은 <표 2-60>과 같다.

<표 2-60> 디지털 역량(수정안)의 ‘역량 영역’ 전문가 의견 및 수정 방안
역량 영역
디지털 기기
리터러시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DK, DS는 보통 이상이 적절함 반영함

 상호 작용하고 디지털 통신 수
단 및 도구를 이해하는 측면에
디지털 의사소통 및
서 DS도 중요하지만 지식 또한 반영함
협력
중요하다고 생각됨. DK도 강함
으로 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 문제 해결

 기술적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
을 선택하는 의미에서는 DK가
반영함
강해야 함은 물론, DS 또한 보
통 이상이어야 가능하다고 봄

디지털 변화의
직업적 요구 수용

 DS, DA는 보통 이상이 되어야 영역 명칭을 ‘디지털 직업
한다고 봄
리터러시’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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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역량 영역별 세부 역량에 대한 CVR 산출 결과를 순
서대로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디지털 기기 리터러시’영역에 대한
CVR 산출 결과는 <표 2-61>과 같다.

<표 2-61> ‘디지털 기기 리터러시’ 영역의 세부 역량에 대한 CVR 산출 결과
세부 역량

합

평균

표준편차

CVR

디지털 기기 다루기

68

4.53

0.50

1.00

디지털 기기 인식

62

4.13

0.72

0.60

세부 역량 설정의 전반적인 적합도

66

4.40

0.71

0.73

‘디지털 기기 리터러시’영역의 세부 영역은 모두 CVR 기준값 이상
으로 나타났으나, ‘디지털 기기 인식’이 0.60으로 다소 낮게 나타나
검토가 요구되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한 수정 방안은 <표 2-62>와 같다.

<표 2-62> ‘디지털 기기 리터러시’ 영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수정 방안
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디지털 기기
다루기

 디지털 기기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는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것이 아닌, 디지
털 기기의 HW 문제 해결보다는 SW적 문
제 해결에 대한 뉘앙스가 되어야 할 듯 함

디지털 기기의 문제
해결은 SW 측면과
HW 측면을 모두 포함
하는 개념으로 수정함

디지털 기기
인식

 ‘자신의 일과’로 시작하므로 디지털 변화
‘자신의 일과’를‘일상
와 직업적 요구 수용에서 다뤄야 할 것으
에서’로 대체함
로 생각됨

기타

 컴퓨팅 기기에 대한 지식[하드웨어, 소프트
디지털 기기 인식에
웨어, 네트워크, 신기술(빅데이터, 인공지
포함된 내용이므로 반
능 등) 등]에 대한 이해 부분이 부재하다고
영하지 않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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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영역에 대한 CVR 산출 결과는
<표 2-63>과 같다.

<표 2-63>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영역의 세부 역량 CVR 산출 결과
세부 역량

합

평균

표준편차

CVR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의사소통

68

4.53

0.62

0.87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공유 및 협업

67

4.47

0.62

0.87

세부 역량 설정의 전반적인 적합도

68

4.53

0.50

1.00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영역의 세부 영역은 CVR가 모두 기준값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한 수정 방안은 <표 2-64>와 같다.

<표 2-64>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영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수정
방안
세부 역량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공유 및
협업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공유와 협업의 경
우 필요한 직업과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동 창작하며”를 삭
가 있으며, 협업 프로세스의 경우 너무 제함
구체적인 것 같음

다음으로, ‘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영역에 대한 CVR 산출 결과는
<표 2-6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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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5> ‘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 영역 세부 역량에 대한 CVR 산출 결과
세부 역량

합

평균

표준편차

CVR

디지털 콘텐츠 활용

68

4.53

0.62

0.87

디지털 콘텐츠 생성

67

4.47

0.50

1.00

디지털 응용 프로그램 활용

63

4.20

0.83

0.47

세부 역량 설정의 전반적인 적합도

67

4.47

0.62

0.87

‘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영역의 세부 영역 중 ‘디지털 응용 프로그램
활용’의 CVR가 0.47로 기준값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한 수정 방안은 <표 2-66>과 같다.

<표 2-66> ‘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 영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수정 방안
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디지털 콘텐츠
활용

 디지털 콘텐츠 활용과 현재 활용하고
있는 콘텐츠 활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 명확한 구분이 없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특화된 역량인지 의구심이 듬

4차 산업혁명을 현재
의 연속선상에서 해석
하여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았음

디지털 콘텐츠
생성

 디지털 콘텐츠 생성의 경우, 독창적인 설명에 ‘수정’, ‘개선’
콘텐츠 생성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것 등이 이미 포함되어
을 수정하는 능력 또한 필요할 듯함
있음

디지털 응용
프로그램 활용

 응용 프로그램이 콘텐츠의 영역이라고
보기는 모호함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
그램(한글, 파워포인트 등)이 아닌 응
용 프로그램(내이게이션 등)들만을 의
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의 콘텐
츠 관련 두 영역과 이질감이 느껴짐
 적절한 디지털 응용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요구하는 콘텐츠를 제작 및 개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음

디지털 콘텐츠 활용
및 디지털 콘텐츠 생
성 부분에 포함되는
세부 역량으로 판단되
어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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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콘텐츠의 검색, 수집, 관리, 평가…의
일련의 과정이 한 영역 안에 적절히 들
어가 있다고 생각됨. 그러나 순서상 디
지털 기기 리터러시 다음으로 오는 것 역량 영역의 순서를
이 적절할 듯함. 디지털 기기 리터러시 ‘디지털 기기 리터러
(하드웨어)와 디지털 콘텐츠 영역(소프 시’다음으로 옮김
트웨어)은 서로 상호 작용하며 이루어
지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영역을 따로
두기 어려워 보임

기타

다음으로, ‘디지털 시민의식’영역에 대한 CVR 산출 결과는 <표
2-67>과 같다.

<표 2-67> ‘디지털 시민의식’ 영역의 세부 역량에 대한 CVR 산출 결과
세부 역량

합

평균

표준편차

CVR

디지털 예절 준수

70

4.67

0.47

1.00

개인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72

4.80

0.40

1.00

저작권 및 라이선스 이해

71

4.73

0.44

1.00

디지털 전환의 영향 이해

68

4.53

0.62

0.87

디지털 공공성 제고

67

4.47

0.62

0.87

디지털 범죄 인식

70

4.67

0.60

0.87

세부 역량 설정의 전반적인 적합도

68

4.53

0.50

1.00

‘디지털 시민의식’영역의 세부 역량에 대한 CVR가 모두 기준값 이
상으로 나타나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한 수정 방안은 <표 2-6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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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8> ‘디지털 시민의식’ 영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수정 방안
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저작권 및 라이선스
 예절 준수와 일부 중복됨
이해

디지털 전환의 영향
이해

수정 방안
디지털 예절은 이 부분
을 제외한 행동 규범을
의미함

이 부분은 직업 영역 외
4차 산업혁명의 직업적 영향 이
사회적 측면의 영향을
해와 디지털 시민의식의 디지털
의미하고, 디지털 역량
전환의 영향 이해 요소와 중첩되
격차 식별을 강조하고
어 보임
있음

 위의 저작권 및 전환의 이해 부분
과 중복됨
‘디지털 시민권 참여’로
디지털 공공성 제고  ‘디지털 공공성 제고’가 와 닿는
수정함
부분이 아니라 ‘디지털 시민권 참
여’로 변경할 것을 제시
새롭게 출현하는 디지
 위의 전체 내용과 중복됨
 범죄 인식 영역이 개인 정보, 저작 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
디지털 범죄 인식
권, 영향 이해, 공공성 제고 등과 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광범위하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 ‘신규’를 추가함

기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 전반의
의식 변화가 매우 중요한 화두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함
 세부 역량의 순서를 조절하는 것
이 좋을 듯함. 전체에서 개인 순으
순서를 전체에서 개인
로도 좋을 것 같음(예를 들어 디지
적 부분으로 재조정함
털 전환의 영향 이해, 디지털 예절
준수, 디지털 공공성 제고, 개인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저작권
및 라이선스 이해, 디지털 범죄 인
식 순임)

다음으로, ‘디지털 문제 해결’영역에 대한 CVR 산출 결과는 <표
2-6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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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9> ‘디지털 문제 해결’ 영역의 세부 역량에 대한 CVR 산출 결과
세부 역량

합

평균

표준편차

CVR

디지털 기술적 문제 대응

67

4.47

0.72

0.73

디지털 기술적 문제 해결

65

4.33

0.79

0.60

컴퓨팅 사고

72

4.80

0.40

1.00

세부 역량 설정의 전반적인 적합도

67

4.47

0.62

0.87

‘디지털 문제 해결’ 영역의 세부 영역 중 ‘디지털 기술적 문제 해결’
의 CVR가 0.60으로 기준값 이상이었으나, 다소 낮게 나타나 검토가
요구되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한
수정 방안은 <표 2-70>과 같다.

<표 2-70> ‘디지털 문제 해결’ 영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수정 방안
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디지털 기술적
문제 대응

 기기 리터러시와 일부 중복됨
 문제 대응은 다음 세부 역량인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듯함. 이에 문제 인
식으로 수정하면 좋을 듯함
 기술적 문제 대응은 너무 구체적인
부분인 것 같음. 기술적 문제 인식 정
도로 다루어도 될 듯함
- 이 세부 역량을 삭제
 디지털 기술적 문제 대응 및 해결 영
하고 ‘디지털 문제 해
역은 컴퓨팅 기기 관련 문제 해결(기
결’부분에 개념을 포
기 유지 보수 및 관리)과 관련 된 부
함시킴
분인지 문제 대응과 문제 해결의 경
계가 애매해 보임
 ‘디지털 기술적 문제 대응’보다는 ‘디
지털 문제 대응’이 더 나음
 기술적 문제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기술이 적절해 보임

디지털 기술적
문제 해결

 단순함과 복잡함의 경계가 모호함
- ‘디지털 문제 해결’로
 ‘디지털 기기 다루기’ 세부 역량과의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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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차이점이 무엇인지?
- 문제 대응 부분을 삭
 마찬가지로 ‘디지털 문제 해결’이 더
제하고 이 부분에 개
념을 포함시킴
나을 것 같음
 문제 대응 영역과의 뚜렷한 구분이 - 디지털 문제 해결의
없음
설명을 구체화함

컴퓨팅 사고

 계획하고 개발하기
→ 개발하여 운영(수행)하기
※ 프로그래밍은 운영(수행), 오류 체크
등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단계로 봄 - ‘…개발하여 운영하기’
 컴퓨팅 사고 부분의 데이터 수집 및
로 수정함
분석 영역이 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 - ‘데이터 수집 및 패턴
와 중첩되어 보임. 차라리 내용상의
인식’으로 수정함
문제 분해 및 패턴 인식의 내용을 하
위 요소로 드러내는 것이 위와 구분
될 것으로 생각됨

기타

 현 역량 영역이 사고 능력이라면 ‘디
지털 문제 해결력’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됨. 문제 해결력
에 해당되는 문제 발견(비판적 사고 의견을 반영하여 디지
력), 데이터 수집 및 분석(컴퓨팅 사 털 문제 해결의 설명을
고력), 문제 해결책 찾기(디지털 창의 수정함
력), 문제 해결력(컴퓨팅 사고력)으로
확장되는 것이 ‘디지털 기기 리터러
시’ 역량 영역과 겹치지 않을 것 같음

다음으로, ‘디지털 변화의 직업적 요구 수용’영역에 대한 CVR 산출
결과는 <표 2-71>과 같다.
<표 2-71> ‘디지털 변화의 직업적 요구 수용’ 영역의 세부 역량에 대한 CVR
산출 결과
세부 역량

합

평균

표준편차

CVR

직업적 디지털 역량 요구 인식

64

4.27

0.44

1.00

직업적 디지털 역량 함양

69

4.60

0.61

0.87

4차 산업혁명의 직업적 영향 이해

65

4.33

0.70

0.73

세부 역량 설정의 전반적인 적합도

64

4.27

0.57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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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변화의 직업적 요구 수용’ 영역의 세부 영역 중 CVR가 기
준값 미만으로 나타난 것은 없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한 수정 방안은 <표 2-72>와 같다.
<표 2-72> ‘디지털 변화의 직업적 요구 수용’ 영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수정 방안
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직업적 디지털 역량  ‘직업적 디지털 역량 함양 노력’ 설명에 포함된 개념이므
함양
이 더욱 분명할 것 같음
로 용어는 수정하지 않음
디지털 시민의식 부분은
직업 영역 외 사회적 측
면의 영향을 의미하고,
 4차 산업혁명의 직업적 영향 이해
디지털 역량 격차 식별
4차 산업혁명의
와 디지털 시민의식의 디지털 전
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직업적 영향 이해
환의 영향 이해 요소가 중첩되어
이 부분은 전공 및 직업
보임
분야의 영향과 융합적
현상 이해를 강조하므로
차별화됨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수정안)’에
대한 CVR 산출 결과는 <표 2-73>과 같다.
<표 2-73>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수정안)’ 영역의
세부 역량에 대한 CVR 산출 결과
세부 역량

합

평균

표준편차

CVR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수정안)

65

4.33

0.60

0.87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수정안)’세부 영역의
CVR는 기준값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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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한 수정 방안은 <표 2-74>과 같다.
<표 2-74>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수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수정 방안
세부 역량

전문가 의견

수정 방안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전공인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서의 직업적인 디지털 역량을 요구하는 차원에
서는 맞지 않는 문구임
고려한 디지털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는 일반 시민으로서의 요 “디지털 사회의
역량의
시민으로서 책
구와 직업인으로서의 요구는 다르다고 봄
개념(수정안)
임과 의무를 준
 스킬의 한국어 표현이 좋을 듯함
수하고, 권리를
 개념에 대한 설명 문장을 보다 매끄럽게 다듬 행사하며, 직업
을 필요가 있음.
적 요구를 수용
 스킬이라는 표현보다는 능력 또는 역량으로 바 하기 위해 필요
꾸는 것이 좋을 듯함
한 디지털 지
기타
 스킬이라는 용어 대신 기능을 제안함
식, 기능, 태도”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여’라는 표현은 불필요
해 보임
 스킬은 기술적인 측면이 조금 강해 보임

이상과 같은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정 방안을 반영하여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최종안)’을 제시하면 <표 2-75>와
같다.
<표 2-75>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최종안)
역량 영역

세부 역량

DK DS DA

 디지털 기기 다루기
디지털 기기를 작동하고 업데이트하며, 디지털 기기 사
◎ ◎ △
용에서 SW와 HW 측면의 단순한 문제 해결에서 좀 더
디지털 기기 복잡한 문제까지 해결하기
리터러시
 디지털 기기 인식
일상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기를 알고 필요한 ◎ ○ ◎
디지털 기기 선택하기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역량 117

역량 영역

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

세부 역량

DK DS DA

 디지털 콘텐츠 활용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콘텐츠를 열람, 검색, 평가, 선 ◎ ◎ ○
택, 구성하여 일상생활이나 일에 활용하기
 디지털 콘텐츠 생성
기존 지식체계의 정보와 콘텐츠를 멀티미디어 수준의
다양한 형식으로 수정, 개선, 작성 및 편집하여 새롭고 ◎ ◎ ○
독창적인 콘텐츠를 창출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의사소통
적절한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통해 상호 작용하고, 주 ◎ ◎ ○
어진 상황에 적합한 디지털 통신 수단 및 도구 이해하기

디지털
의사소통 및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공유 및 협업
협력
적절한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이용하여 자원 및 지식
○ ◎ ◎
을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를 위한 협업
프로세스 알기
 디지털 전환의 영향 이해
디지털 기술 발달이 가져온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 △ ◎
측면의 영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디지털 역량 격차를
식별하고 개선할 부분 이해하기
 디지털 시민권 참여
공공 및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을 통해 사회 복지
○ ○ ◎
에 참여하고, 적절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참여적 시민
권을 위한 기회 모색하기

디지털
시민의식

 디지털 예절 준수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 및 세대 간의 다양성을 인식하
○ △ ◎
고, 디지털 환경에서 상호 작용하는 동안 행동 규범과
노하우 알고 지키기
 개인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과 타인을 개인 정보 및 프라이버
○ △ ◎
시 침해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개인 식별 정보의
안전한 사용법 이해하기
 저작권 및 라이선스 이해
저작권 및 라이선스가 데이터, 정보 및 디지털 콘텐츠 ○ △ ◎
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기
 신규 디지털 범죄 인식
디지털 사회 전환에 따라 신규 디지털 범죄의 출현을 ○ △ ◎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민감성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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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영역

세부 역량

DK DS DA

 디지털 문제 해결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구
◎ ◎ ○
체적으로 정의하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문제 해결책을 찾아서 적용하기

디지털
문제 해결

 컴퓨팅 사고
- 데이터 수집 및 패턴 인식: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하
여 의미를 이해하고 패턴 찾기
- 추상화: 문제를 이해하기 쉬운 단위로 나누어 관련
이 없는 세부 사항은 숨기고, 관련되고 유용한 세부
정보를 모아서 주요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 ◎ △
복잡성 줄이기
- 알고리즘 설계 및 프로그래밍: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정확하게 정의된 단계를 설계하고, 이를 적용하여
컴퓨팅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일련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명령을 계획하고 개발하여 운영하기
 직업적 디지털 역량 요구 인식
자신의 전공 관련 직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도구 ○ ○ ◎
및 기술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직업적 디지털 역량 함양
자신의 전공 관련 직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도구
디지털 직업
○ ◎ ◎
의 사용법 및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려는 태도를 갖고
리터러시
실천하기
 4차 산업혁명의 직업적 영향 이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12)이 자신의 전공 관련 직업
◎ ◎ ◎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타 직업 분야와의 융합적 현상에
대해 이해하기
DK: digital knowldeges, DS: digital skills, DA: digital attitudes
◎: 강함, ○: 보통. △: 약함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개념(최종안)’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사회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직
업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지식, 기능, 태도”
12)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계 학습, 로보틱스, 드론,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IoT), 나노 기술, 유전학 및 생명공학, 고급 제조 및 3D 프린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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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디지털 역량 관련 정부 정책
1.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1999)
이 절에서는 디지털 역량 교육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대표적인 정
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화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정책은 ‘국가정보화 기본 계획’으로
대표된다. 1996년 제1차 기본 계획(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을 시작으로
2018년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8a).
제1차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인 1990년 9월 노태
우 정부는 ‘정보 사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보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최초의 종합대책이었다. 이후 1995년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정보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정보
사회 종합대책’이 수립될 당시 1980년도에는 국민학교에 컴퓨터를 보
급하던 시기였다. 이 종합대책에는 국가 기간 전산망 확충부터 정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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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정보인력 개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보 사회 구현’이 목표였다(행정안전부, 2017a).
제1차(1996)와 제2차(1999)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은 국가정보화의
근간을 만들기 위한 시기였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등 인프라와
관련 산업, 정보화 교육 등을 중심으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 특히,
제2차 기본 계획에서는 ‘Cyber Korea 21’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세
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
으로 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다. 90만 공무원, 1,000만 학생 정보화
교육을 목표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02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컴퓨터 실습실을 갖추도록 했다. 컴
퓨터 교육을 위해 모든 초중고 학교에 정보 교육과정을 개발토록 했
으며, ‘컴퓨터 소양 인증제’를 통해 컴퓨터 활용 능력(PC 기능 일반,
범용 사무 자동화 SW, 인터넷 등)을 키우도록 유도했다. 아마도 이때
부터 국민들 사이에서 컴퓨터 교육이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는 교
육으로 인식된 것으로 생각된다(정보통신부, 1999a, pp.214~216).
제3차 ‘정보화 기본 계획’은 ‘2002년 e-Korea Vision 2006’,‘2003년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2006년 u-Korea 기본 계획’과 같이
개정되면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2차에 이어 전 국민의 정보 활용 능력
제고를 통해 정보의 수요자이면서 생산자(prosumer)로서의 역할을 강
조했다(정보통신부, 2003a; 정보통신부, 2006a).

2. 전 국민의 소프트 파워 향상(2008)
제1~3차 국가정보화 기본 계획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컴퓨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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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초점을 맞춘 정보화 교육을 강조해 왔다.
제4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08)’에서는 창의와 융합을 강조하며 기
존 소프트웨어 사용법 교육을 ‘원리‧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 중심으로 개
편’하는 방식과 같이 단순 SW 활용이 아닌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전 국민의 소프트 파워 향상)으로 전환하였다(정보화추진위원회, 2008a).
2008년 이후 정보화의 키워드는 급속히 ‘SW’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지식경제부 보도 자료(2010a)「IT 한국, 이제는 소프트웨어(SW) 강국
으로」에서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정규 교
육과정에 SW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 계획(2013)’에서도 SW 교육, 프로그래밍, 컴
퓨터 언어 교육을 강조하였다. 관계부처 합동(2013a)으로 발표한 「소
프트웨어(SW) 혁신 전략」에서는 한 걸음 나아가, 초‧중등 정보 과목
교육 강화를 위해 정규 교육과정 반영 및 수능 선택 과목화를 추진하
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러한 발표 내용은 국가교육과정인 ‘2015 개
정 교육과정’에 반영된다. 2015년 이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
교에 적용되는 2018년을 대비해서 SW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대학의
경우 SW 중심 대학을 운영하는 등 SW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게 된다
(지식경제부, 2010a; 미래창조과학부, 2013a; 관계부처 합동, 2013a;
미래창조과학부, 2015a).

3. 지능 정보 사회의 디지털 시민 양성(2018)
제4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이후부터 ‘컴퓨터 활용 교육’에서 ‘SW
교육’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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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고 인공지능, 5G, 빅데이터,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이 가전제품, 자동차,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생활에 점점 더 밀접
하게 다가오면서 SW 교육 외에 다른 역량 교육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관계부처 합동(2018a)으로 발표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 계획
(2018~2022)’에서는 ‘지능 정보 사회의 디지털 시민 양성’을 목표로
첨단 기술(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율차, 드론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 확보를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SW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3D 프린팅 교육
활성화, 융합 교육을 위한 STEAM 교육 확산, 실감형 디지털 교과서
개발‧보급,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등도 교육 서비스를 위한 과제
로 제시하였다.
관계부처 합동(2018b)으로 발표한 ‘평생 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에
서는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ICT 기술 활용 등’의 교육훈련 확대
와 직업계고에서의 ‘SW 교육 의무화를 통한 컴퓨팅 사고력 제고’를
제시하였고, 관계부처 합동(2019a)으로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안)’에서는 미래 핵심 역량 제고를 위해 ‘SW 과목 이수‧ 확대’를 제
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첨단 기술(인공지능 등) 전문인력은 대학
(원),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양성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SW 교
육을 여전히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요컨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정책은 1999
년부터 강조된 컴퓨터 활용 교육에서 2008년부터 SW 교육 중심으로
(여전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활용 교육도 존재) 변화되고,
지금까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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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디지털 역량 교육 현황
1. 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

가. 배움나라(www.estudy.or.kr)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정보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배움나라(www.estudy.or.kr/
m.estudy.o.kr)’는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지원(정보 격차 해소) 및 디
지털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02년 8월부터 서비스(무
료)를 시작하여, 2017년 기준 연간 13만여 명을 교육하고 있다(한국정
보화진흥원 내부 자료 참조).
[그림 3-1] 배움나라 서비스

자료: 배움나라 (http://www.estudy.or.kr/estudy3.0/kor/center/map.asp?MenuCode=M201101
1212241100000, 20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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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하는 교육 내용은 PC 및 인터넷, OA 분야의 기초‧활용부터
디자인/프로그래밍 실무, 자격증 취득, 스마트폰 활용 등 ICT 분야 교
육과정(총 89개)으로 웹과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 교육’,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방법’ 등 실생활과 관련된
교육 내용 제공으로 정보화 교육이 수강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점차 변화하고 있다.

[그림 3-2] 배움나라 강의실

자료: 배움나라 (http://www.estudy.or.kr/estudy3.0/kor/classroom/classroom.asp?MenuCode=
M2010121517373200000, 20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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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정보화교육 포털(www.itstudy.or.kr)
국민정보화교육 포털은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20만여 명
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정보화교육 포털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정보화 교육 사업’
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며, 각종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www.itstudy.or.kr 참조).

[그림 3-3] 국민정보화교육 포털 사업 소개

자료: 국민정보화교육 포털(https://www.itstudy.or.kr/itstudy/site_info.asp, 2019.7.20.)

국민 정보화 교육 사업은 정보화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결혼 이민자, 농어업인
대상의 정보화 교육과 북한 이탈 주민 정보화 교육 지원, 온라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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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육 콘텐츠 개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정보화 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무료로 지원하는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에
대한 교재 약 64종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다(NIA 내부 자료 참조).
NIA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에는 보다 효과적인 정보 제공과 사이트
관리를 위해‘국민정보화교육 포털’과 ‘배움나라’사이트의 통합을 검토
하고 있다고 한다.

다. 한국 디지털 역량 지수(KDQ)
NIA에서는 2004년 한국 디지털 역량 지수(KDQ: Korean Digital
competency Quotient, 이하 KDQ)를 개발하였다. 현재는 거의 사장되
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스마트폰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S-KDQ(Smart society KDQ)’를 개발하려는 내부 검
토가 있었다고 한다.
NIA 관계자에 따르면, KDQ는 디지털 역량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
인별로 적합한 교육과정을 추천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
다고 한다.
2004년 개발 당시에는 ‘디지털 정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정립하여, 정보 소외계층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인재상과의 정보화
수준 격차를 진단하는 지표’로 개발하였다. 해당 지표는 정보 기술 사
용 능력(skill), 활용 능력(use), 마인드(mind) 관점에서 총 40개의 점
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NIA 내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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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2004년 한국 디지털 역량 지수(KDQ) 분류표
분류 1

분류 2

S-1

컴퓨터 성능(CPU, RAM, HDD 등)

S-2

프린터 등 출력 장치

S-3

파일 및 폴더 관리

S-4

제어판 등 환경 설정

S-5

압축, 백신 등 유틸리티 프로그램

S-6

워드프로세서(글 등)

S-7

스프레드시트(엑셀 등)

S-8

프레젠테이션(파워포인트 등 )

S-9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S-10

네트워크 장치

S-11

웹 브라우저

S-12

인터넷 서비스(메일, 메신저 등)

S-13

홈페이지 제작 기술

S-14

보안 기술

S-15

생활 정보 수집에 인터넷 활용

U-1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

U-2

이메일 생활화

U-3

인터넷 게시판 활용

U-4

인터넷 쇼핑

U-5

경제 관련 인터넷 뱅킹

U-6

소프트
웨어

네트워크

사회 관련

활용
(Use)

설문 번호

키보드, 마우스 등 기본 입력 장치
하드웨어

기술
(Skill)

분류 3

직업 관련 컴퓨터 활용

U-7

공연 등 예매

U-8

MP3 등 음악 감상

U-9

문화 관련 디지털 콘텐츠(영화 등) 감상

U-10

인터넷 신문, 웹진 읽기

U-11

컴퓨터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U-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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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분류 2
인지

행태
마인드
(Mind)

규범 및
윤리

분류 3

설문 번호

개인적 유용성 인식

M-1

정보화의 사회적 공헌 인식

M-2

역기능 인식(온/오프 라이프의 균형)

M-3

개인 정보 침해 방지

M-4

공공 정보 공개

M-5

정보 시스템 보안 마인드

M-6

스팸 메일 규제

M-7

지식 재산권 보호 마인드

M-8

불건전 정보 유통 규제

M-9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M-10

인용 자료의 출처 공개

M-11

정보 공유 마인드

M-12

네티켓

M-13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내부자료 참조

2. 학교 교육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

가. 정보 통신 기술(ICT) 교육 운영 지침과 소프트웨어 운영 지침
정보 통신 기술(ICT) 교육 운영 지침은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가 차원에서 정보 통신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등학
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정보 통신 기술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제시한 지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에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통신 기술 교육을 ‘소양 교육(컴퓨터과학
강화, 정보 통신 윤리 강화)’과 ‘교과 활용 교육’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K-12 학교에서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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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업과 ICT 활용 수업을 대부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자 노력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고, 교육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2015. 2.)’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K-12 학교에서 소프트
웨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인재상, 교육 목표, 내용 체계, 교수‧학습
방법, 평가, 운영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지침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참고하여 일부 반영했던 것으로 파악
되었다.

나.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6개의 핵심 역량13)을 제시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했다는 것이
다(교육부, 2015a).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 초기(1980년대 이후)부터 ‘컴퓨터 활용 교
육’에 초점을 둔 교육정책을 펼쳐 왔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도 ‘컴퓨
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교과가 사용되었다. 제7차 국가교육과정까지도
‘컴퓨터’교과가 존재했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정보’교과로 명
13) 핵심 역량 6가지는 다음과 같다.
-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관리 역량
-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 처리 역량
-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
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 지역 ․ 국가 ․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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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이 변경되었다. 제7차 국가교육과정 이후로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정보 교육은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그림 3-4] 국내 ‘정보’ 교육과정의 변화

출처: 김현철(2017a: 67).

김현철(2017a)에 따르면,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ICT 활용 교육
을 전면 도입하여 PC와 인터넷 서비스의 사용 및 활용에 초점을 맞춘
교육 내용으로 중학교의 경우 선택교과 ‘컴퓨터’, 고등학교의 경우 선
택교과 ‘정보사회와 컴퓨터’가 있었는데, ‘정보통신기술교육 활용지
침’14)을 근거로 80% 이상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
14) 초·중등학교에서 정보 통신 기술 교육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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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교과로 변경(중‧고등학교
모두 선택교과)되면서 컴퓨터과학을 강화하였는데, 2007년 ‘정보통신
기술 활용지침’이 폐지되면서 정보 과목의 선택비율이 급락15)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SW 교육 의무화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서 SW 교육을 필수로 이수토록 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실과 과목
의 한 단원으로 SW 기초 소양 교육을 다루고, 중학교의 경우는 별도
의 ‘정보’과목에 36시간을 의무 편성토록 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에
는 기존 심화선택 영역에 있던 ‘정보’과목을 일반선택으로 편성하도록
조정하였다. ‘정보’과목이 필수와 일반선택으로 전환되기는 하였지만,
정상적인 SW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시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전
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그림 3-5]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정보 교육 현황

출처: 이현정(2018a: 2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정보’과목의 교육 내용16)을 살펴보면
15) 2000년 80% → 2006년 46% → 2010년 28% → 2012년 8%.
16)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0]의 관련 내용 발췌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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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초등학교(5~6학년)의 경우, 실과 과목의 ‘기술 시스템’ 영역에 소프
트웨어의 이해, 절차적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의 내용 요
소를 포함하고 있다. 초등학교 ‘실과’과목의 교육 총괄 목표는 “가정
생활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실천적 문제 해결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기술에 대한 실천적 학습 경험을 통해
기술적 지식, 기능, 태도를 함양하여 기술적 능력을 높여, 현재와 미래
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과 창조적인 기술의 세계를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이다(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0]: 5).

<표 3-2> 2015 개정 교육과정 – 초등학교 ‘실과’ 과목의 내용체계
영역
기술
시스템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초등학교(5~6학년)

통신 기술은 정보를 생산, 가공하 ∙ 소프트웨어의 이해
소통 여 다양한 수단과 장치를 통하여 ∙ 절차적 문제 해결
송수신하여 공유한다.
∙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

자료: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0]. pp. 5-7.

중학교 ‘정보’과목의 경우는 내용 요소가 정보 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 등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정보’과목의 교육 목표는 “정보 윤리 의식, 정보 보호
능력, 정보 기술 활용 능력을 기르고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컴퓨팅 기술을 바탕으로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
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협력적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이다(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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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2015 개정 교육과정 – 중학교 ‘정보’(필수) 과목의 내용체계
영역

핵심 개념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내용 요소

정보 사회

정보 사회는 정보의 생산과 활
용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며, 정 ∙정보 사회의 특성과
보와 관련된 새로운 직업이 등
진로
장하고 있다.

정보 윤리

정보 윤리는 정보 사회에서 구 ∙개인 정보와 저작권
성원이 지켜야 하는 올바른 가
보호
치관과 행동 양식이다.
∙사이버 윤리

정보
문화

자료와
정보

일반화된 지식

숫자, 문자, 그림, 소리 등 아날
자료와
∙자료의 유형과
로그 자료는 디지털로 변환되어
정보의 표현
디지털 표현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
자료와
와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은 검색, ∙자료의 수집
정보의 분석 분류, 처리, 구조화 등의 방법으 ∙정보의 구조화
로 이루어진다.

추상화

추상화는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
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필요 ∙문제 이해
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작은 문 ∙핵심 요소 추출
제로 나누는 과정이다.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이해
효율적인 방법과 절차이다.
∙알고리즘 표현

∙입력과 출력
프로그래밍은 문제의 해결책을
∙변수와 연산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여 자
∙제어 구조
동화하는 과정이다.
∙프로그래밍 응용

컴퓨팅
시스템

컴퓨팅
시스템의
동작 원리

피지컬
컴퓨팅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컴퓨팅
∙컴퓨팅 기기의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자료를 입
구성과 동작 원리
력받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출
력한다.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다양한 입
출력 장치로 피지컬 컴퓨팅 시 ∙센서 기반 프로그램
스템을 구성하고 프로그래밍을
구현
통해 제어한다.

자료: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0]. pp.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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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정보’과목의 경우도 중학교의 ‘정보’과목과 마찬가지로 4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다만 내용 요소에서 차이가 있다. 고등학
교 ‘정보’과목의 교육 목표는 “정보 윤리 의식, 정보 보호 능력, 정보
기술 활용 능력을 기르고,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컴퓨팅 기
술을 바탕으로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
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협력적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이
다(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0]: 112).
<표 3-4> 2015 개정 교육과정 – 고등학교 ‘정보’ 과목(선택)의 내용체계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정보 사회

정보 사회는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
∙정보과학과 진로
며, 정보와 관련된 새로운 직
업이 등장하고 있다.

정보 윤리

정보 윤리는 정보 사회에서 ∙정보 보호와 보안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올바 ∙저작권 활용
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다. ∙사이버 윤리

정보
문화

자료와
정보

일반화된 지식

숫자, 문자, 그림, 소리 등 아
날로그 자료는 디지털로 변
자료와
∙효율적인 디지털 표현
정보의 표현 환되어 컴퓨터 내부에서 처
리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
료와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자료의 분석
자료와
정보의 분석 검색, 분류, 처리, 구조화 등 ∙정보의 관리
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추상화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추상화는 문제를 이해하고 분
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불 ∙문제 분석
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작 ∙문제 분해와 모델링
은 문제로 나누는 과정이다.
다양한 제어 구조를 이용하
여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수 ∙알고리즘 설계
행 시간의 관점에서 알고리 ∙알고리즘 분석
즘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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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컴퓨팅
시스템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개발 환경
∙변수와 자료형
∙연산자
프로그래밍은 문제의 해결책 ∙표준입출력과 파일입
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
출력
하여 자동화하는 과정이다.
∙중첩 제어 구조
∙배열
∙함수
∙프로그래밍 응용

컴퓨팅
시스템의
동작 원리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컴
∙운영체제의 역할
퓨팅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네트워크 환경 설정
자료를 입력받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출력한다.

피지컬
컴퓨팅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다양한
입출력 장치로 피지컬 컴퓨
∙피지컬 컴퓨팅 구현
팅 시스템을 구성하고 프로
그래밍을 통해 제어한다.

자료: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0]. pp. 113-114.

다.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학교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시범교육은 국가 주도가 아닌 개별 시도교
육청 중심으로 최근에서야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2019년도
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학교로 초등학교 1개교를 지정해 운영하고,
관내 24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시범사
업 내용으로는 “가짜뉴스 구분, 디지털 미디어 활용, 코딩, 공유와 디
지털 협업, 디지털 에티켓, 빅데이터 분석, 사이버불링, 저작권과 개인
정보 보호, 댓글 커뮤니케이션, 동영상 촬영 및 제작, 건강한 정보 검색과
소비, 디지털 디자인과 음악” 등이 포함되어 있다(부산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연구학교 내년 전국 최초 운영(2018.12.20.), http://www.edui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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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57,

접속일자:

2019.10.1.)

울산시교육청에서도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울산제일중학교를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정보교과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모델연구와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의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울산제
일중학교 내부자료 참조).

라. 소프트웨어(SW) 교육 연구‧선도학교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
정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인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SW) 교육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연구과제는 “① 정규 교육
과정 내 소프트웨어 교육 편성 및 적용, ② 정규 교육과정 외 소프트
웨어 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③ 소프트웨어 교육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모델 개발, ④ 담당 교사 운영 및 컴퓨터실 인프라 활용 방안, ⑤
소프트웨어 교육 인식 제고” 등이다. 2018년 연구학교는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 46개교가 지정되어 있다(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a: 110). 2016년부터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SW 교육 선도학
교’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김현철, 2017a).
‘소프트웨어(SW) 교육 선도학교’는 학교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확산(일반 학교로)을 목적으로 교육부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시범사업
(100개교 참여)을 시작으로 2015년 160개교, 2019년 현재 1,800개교
(초‧중‧고 구분 없음)가 참여(학교당 1,000만 원 지원, 총예산 180억
원)하고 있다. 선도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선정 및 평가, 운영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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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성과 발표회 등 지
원을 담당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a).
‘소프트웨어(SW) 교육 선도학교’선정 요건은 학교급별로 다른데,
“① (초등학교) 실과(5‧6학년) 과목 및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학교, ② (중학교) 정보 과목 및 유사한 학
교장 신설 과목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학교(당해 연도에 정보 과
목을 68시간 편성한 학교를 적극 발굴하여 선정), ③ (고등학교) 정보

‧컴퓨터 교사가 지도하는 정보 관련 과목을 편성한 학교(특성화고 포
함)”로 제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SW) 교육 선도학교’의 주요 과제
는 “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에서 SW 교육 운
영, ② 창의적 체험 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자유학기 등
을 활용하여 SW 소양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1개 이상의 학생 SW 동아리 개설‧운영(필수), 방과 후 학교 프로
그램 시간을 통한 SW 교육 운영(선택), ④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
려한 SW 교육 교수･학습 방법 개발‧적용, ⑤ 학생‧학부모의 SW 교
육 인식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홍보 강화
및 다양한 SW 체험 활동 프로그램 등 운영, ⑥ 학교 인근의 비선도학
교 대상교원 연수, 시범수업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SW 교육 활성화
선도 및 문화 조성, 우수사례 확산”등이다(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 2018a: 3-5).

마.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부터 4차 산업을 선도하는 SW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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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
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SW 중심 대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①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과과정
전면 개편, ② 타 전공지식과 SW 소양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 ③
인재 선발, 교원 평가 개선 및 SW 가치 확산 ④ SW 중심 대학 교육
확산을 위한 협력 강화”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SW 분야
전문인력 양성 목적 외에 ‘다양한 산업 분야와 결합된 융합 SW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SW 프로그래밍을 필수 과목
으로 지정하고, 대학별로 특화된 SW 융합과정 개설･운영’ 등을 통해
미래 SW 융합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눈여겨볼 만하다(정보
통신기획평가원, 2019a; 정보통신기획평가원 https://www.iitp.kr/kr/1/b
usiness/businessMap/view.it?seq=309, 2019.9.21).
특히 2019년 신규로 선정된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전교생을 대
상으로 소프트웨어 기초 과목 이수를 의무화하고 각 전공 분야에 소
프트웨어 맞춤형 과목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교육전문신문,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876,
2019.9.21).

3.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교과서(교재) 개발

가. 디지털 교과서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단지 디지털 교과서 형태로 전환한다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점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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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
대가 되면서 교수‧학습 환경도 점차 변화의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디지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고 관련 역량을 함양할 수 있기에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사
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식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교수‧･학습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력이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획일적 서책형 교과서를 탈피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
운 형태의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1년 국
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스마트 교
육 추진 전략’에서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을 “교과내용과 참고서, 문제
집, 학습사전, 공책, 멀티미디어 요소자료 등의 기능을 연계한 미래형
교과서”로

정의하였다(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2011:

8). 2013년과 2014년에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국정, 검정)되어 2015년
일선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정과제(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와 연계하여 디지털 교과서에 반영할 실감형 콘
텐츠(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개발･보급과 초･중등학교 무선인프라 구
축 사업이 연계 추진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a).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에 따르면, 서책형 교과서에 기반을 두
지 않은 독립적인 디지털 교과서 개발도 논의되고 있어, 향후에는 보
다 빠른 교과서 개발‧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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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2015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적용 일정

자료: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8a: 100)

나. 인공지능 교육 자료
최근 국내외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보다는 인공지능 교육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K-12 교육에서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을 매우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시범학교를 대
상으로 인공지능 교과서17)를 시범적용하기도 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
신부, 2019a).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공지능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
고, 부산시교육청의 경우에는 12가지의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반 교육 가이드북」을 이미 개발하여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수와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부산광역시교육청, 2019).

4. (예비)교원 연수

가. 예비교원의 소프트웨어 지도 역량 증진
교육부(2016a) 자료에 따르면, SW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양성대
17) 총 33권으로, 유치원 9권, 초등학교 12권, 중학교 6권, 고등학교 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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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
히,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과 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
는 사범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대학(초등교육과)의 경우, 기본 이수
과목을 개정18)하여 초등 실과(소프트웨어 관련 내용 포함), 초등 컴퓨
터(SW 기초소양,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관련 단원 포함)를 포함할 계
획이다. 정보‧컴퓨터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사범대학의 경
우, 기본 이수 과목(분야) 개정으로 체계적 분류 및 분야별 이수 기준
을 제시함으로써 SW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3-6> 중등 ‘정보‧컴퓨터’ 기본 이수 과목(분야) 개정 계획
구분

기 존

컴퓨터 교육론, 컴퓨터 프로그
래밍, 데이터 구조, 데이터베이
스,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컴
퓨터 네트워크, 정보 통신 윤리,
기본 이수
시스템 프로그래밍, 논리 회로,
과목
알고리즘, 이산 구조, 시스템 분
(분야)
석 및 설계, 프로그래밍 언어론,
소프트웨어공학, 인공지능
※ 기본 이수 과목 중 7과목 이
상 이수

개 정
(1) 컴퓨터(정보) 교육론, 프로그래밍
(필수)
(2) 알고리즘, 이산 수학, 인공지능
(택 1)
(3) 자료 구조, 데이터베이스(택1)
(4) 운영체제, 네트워크(택1)
(5) 컴퓨터 구조, 논리 회로(택1)
(6) 정보 통신 윤리, 소프트웨어 공학
(택1)

자료: 교육부(2016a: 3)

교육부는 2018년부터 국립 초등교원 양성기관 12개교를 대상으로
‘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 사업(SWEET)’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
수화에 따른 예비교원의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
18) 교육부 고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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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공통 참여과제로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 역량 함양에 관한 효과성 측정 방안 마련’, 개별 대학의 과제로
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개선’,‘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 구축’, ‘재학
생 대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강화’, ‘예비교원 소프트웨어 교육 실습
등 지원’이 제시되었다(교육부, 2019a).

나. 재직교원 교원정보화 연수
현재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연수는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 원격
교육연수원, 시도 교육연수원 등에서도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SW 핵심 교원 연수는 한국창의재단에서도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다.
교육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17년 종합교육연수원
을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다. 종합교육연수원은 기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 교육정보화 연수과정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초‧중등 교원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디지털 교과서, 정보 통신 윤
리, 미래 교육 등을 진행하였다(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a).

<표 3-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종합교육연수원 연수 이수증 발급 현황(2017.
7.~2018. 2.)

자료: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8a: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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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초‧중등 교육정보화 연수에서 SW 교육
교원 연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정보
교육을 전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SW 교육 수업을 실
시하기 위해서는 모든 초등교사가 SW 교육 연수를 받아야 한다. 김
현철(2017a)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2019년까지 최대 6만 명의
담임교사(1개교당 1명)에 대한 SW 교육 연수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
한 중‧고등학교 정보 과목 교사를 대상으로도 SW 교육 연수를 집합
연수 또는 원격 연수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SW 교육
교원 연수 계획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3-8> SW 교육 교원 연수 2018년 연수 계획
학교급

과정명

차시

형태

초‧중등

선도교원 양성 연수

30

집합

초등 원격(기초) 연수

15

초등 원격(심화) 연수

30

초등 일반 연수

15
이상

집합

16,180명

중등 원격 연수

30

원격

3,510명

중등 추수 연수

15

초등

중등

핵심교원 연수

초‧중등

초등
중등

원격

이수 인원
200명
20,000명
20,000명

500명
2,129명

30

600명
집합

전문 연수

45

모든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2이상

초등학교 6,040교

관리자 연수

3～4

4,700명

기타 시도 자체 연수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부 자료 참조

원격‧집합

100명

자체 예산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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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SW 교육 교원 연수 2019년 연수 계획
학교급

초등

중등

과정명

차시

-1 초등 원격(기초) 연수

15

-2 초등 원격(심화) 연수

30

이수 인원
20,000명

원격

20,000명

-3 초등 일반 연수

15
이상

집합

10,000명

-4 모든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2
이상

집합

초등학교 6,040교

-1 중등 원격 연수

30

원격

3,510명

-2 중등 정‧컴 신규 교사 연수

15

120명

-3 중등 정‧컴 일반 연수

15

300명

 핵심 교원 연수

초등
중등

 전문 연수
 관리자 연수
초‧중등

형태

30

집합

30

600명
100명

3～4

 기타 시도 자체 연수

2,053명

5,010명
원격‧집합 자체 예산범위 내

 원격 연수 콘텐츠 보급

15
2종

 교원 역량 강화 기초연수

15
2종

원격
9,000명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부 자료 참조

2018년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2h)’, ‘SW 교육 원격 연수
(15h/30h)’,‘SW 교육 일반 연수(15h)’를 이수한 교사를 대상으로 ‘핵
심 교원 연수(30h)’를 진행하여 2021년까지 초등교사 8,000명, 중등
정보‧컴퓨터 교사 2,000명(일반고, 특성화고 포함), 총 1만 명을 목표
로 연수가 진행 중이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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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SW 교육 핵심 교원 연수의 위치

자료: 에듀넷(http://www.edunet.net/swedu/swedusvc/introRemote.do?menu_id=1329, 2019.9.30)

SW 교육 핵심 교원 연수는 원격 연수 9시간, 집합 연수 21시간(2박
3일), 총 30시간으로 진행되며, 연수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SW 교육 수업 설계(학생 참여 중심 수업 + 과정 중심 평가
기반)’, ‘SW 교육 수업 준비 및 수업 실행 방법’,‘SW 교육 관련 자원
및 환경 조성 방법 등’,‘학습 공동체 참여, 동료교사 및 학생 협업’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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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SW 교육 핵심 교원 연수 진행 및 교육 내용

자료: 에듀넷(http://www.edunet.net/swedu/swedusvc/introRemote.do?menu_id=1329, 2019.9.30.)

5. 학교인프라 구축‧ 지원

가. 학교 교육정보화 인프라 현황
1980년대부터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학교망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학교는 교육정보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
는 상황이다. 다만, 학교 인프라 구축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시도교육
청으로 담당 업무가 이관되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교의
컴퓨터 확충 및 개선은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2016a) 자료에 따르면, SW 교육 실시를 위해 학교의 컴퓨터
실(2020년까지 확충)과 학생용 컴퓨터 확충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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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위한 초‧중학교 컴퓨터실 확보 계획
신규 설치(확보) 예정교

대체
시설‧
기기
합계 활용
예정교

구분

컴퓨터실
미확보교

2016

2017

2018

2019

2020

초등학교

94

3

7

6

0

1

17

77

중학교

78

2

34

11

4

1

52

26

합 계

172

5

41

17

4

2

69

103

자료: 교육부(2016a: 2)

<표 3-11>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위한 학생용 컴퓨터 확충 계획
구분

교육(지원)청 일괄 구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노후 학생용
세종, 경기, 충북, 전남, 경북,
컴퓨터 교체 방안
제주(11개청)

단위학교 구매
(학교 운영비 총액, 또는 목적
사업비 교부)
서울, 부산, 강원, 충남, 전북,
경남(6개청)

자료: 교육부(2016a: 2)

나.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디지털 역량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의 인프라 구축 현황은 매우 중
요하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고, 필요
한 경우 수업에서도 활용하며, 디지털 교과서 등 향후 학교 교육 환경
에 도입될 많은 정보화 기기의 활용 등을 고려할 때 학교의 인프라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2000년 정부는 학생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정보화의 조기 완결을 위한 초‧중‧고교

15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직업계고 디지털 역량 교육 연구

인터넷 무료 제공 정책’을 선언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초고속 국
가망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로써 모든 학교에서 인터넷을 무료(또는
저렴)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초고속 국가망 사업이 종료되
면서 정부는 ‘스쿨넷 서비스’이용 제도19)를 마련하여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 환경이 유선에서 무선 기반
으로 변화하고, 앞서 언급한 실감형 콘텐츠가 도입된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 확대,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 등에 따라 학교에 무선인프라 확
충이 필요하게 되었다.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은 2017년부
터 2021년까지 5년간 2,000여억 원을 투자하여 7,900여 개 학교에 무
선 가능 교실 4실 및 스마트 단말 60대까지를 확충하는 사업이다(교
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a).
[그림 3-8] 학교 인터넷망 구성도

자료: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8a: 151)

[그림 3-9] 학교 무선인프라 단계적 확충(안)

자료: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8a: 152)
19) 모든 교육기관의 참여와 통신 서비스 구매 수요를 결집한 공동구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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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과서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초‧중학
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
과 정보 기기 활용도가 더욱 높은 것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의 무선인
프라 확충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기보다는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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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외 디지털 역량 교육 현황
해외의 디지털 역량 교육 현황은 주로 최근의 문헌 자료를 분석하여
시사점 위주로 정리하고,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핀란드 사례는 출장을 통한 관계자 면담으로 운영 현황과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계보경(2017)은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미국, 핀란드의 디지털 교육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가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를 8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연령
대별로 추천 레슨을 제시하는 방식의 교육과정을 개발했으며,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한 점이 눈에 띈다(계보경, 2017).
영국의 비영리 자선기구인 SWGfL(South West Grid for Learning
Trust)는 2012년 가을 ‘SWGfL Digital Literacy’를 개발하여 무료로
공개했다. 개발의 배경에는 학생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비판적으로 사
고하고, 안전하게 행동하며,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커리큘럼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 자
료에는 유아 교육 단계(foundation stage)부터 ‘key stage 3’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연령대별로 5가지 추천 레슨을 제시하고, ‘key stage
4~5’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전체 4단원(unit)으로 이루어진 총 20개
레슨(각 단원당 5개 레슨)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 교육과정은 8개20)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계보경, 2017).
20) 프라이버시와 보안, 디지털 발자국과 평판, 자기 이미지와 정체성, 창작 크레디트와 저작권,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정보 리터러시, 사이버불링, 인터넷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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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영국 SWGfL Digital Literacy 교육과정 – 레슨 예시

자료: 계보경(2017: 8)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를 6개의 역량
으로 구분하고 이를 학년 및 연령에 따라 알아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활동 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커리
큘럼 전환 과정에서 범교과적 역량 세 가지21)와 6개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매핑 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계보경, 2017).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교육부는 2015년 ‘디지털 리터러시 프
레임워크(Digital Literacy Framework)’를 개발하여 도입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주요 특성(역량)을 6가지22)로 구분하고, 유치원(Grade K)
에서부터 12학년(Grade 12)에 이르기까지 4개 그룹23)으로 구분하여
각각 학생들의 활동 개요(profile)와 역량들을 제시하고 있다(계보경, 2017).
21) 범교과적 역량: ① 커뮤니케이션(C), ② 사고(T), ③ 개인과 사회(PS)
22) 6가지 역량: ① 리서치 및 정보 리터러시(RI), ②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의사 결정(CPD),
③ 창의성과 혁신(CI), ④ 디지털 시민의식(DC), ⑤ 커뮤니케이션과 협업(CC), ⑥ 테크놀로
지 운용 및 콘셉트(TOC)
23) 4개 그룹: (그룹 1) Grade K~2(5~8세), (그룹 2) Grade 3~5(8~11세), (그룹 3) Grade 6~9
(11~15세), (그룹 4) Grade 10~12(15~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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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활동 사례

자료: 계보경(2017: 14)

아일랜드의 경우, 미디어를 강조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개발해
제시하고 있는데,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의 한 코스로 제시하
면서 코스 선택과 교육 내용은 학교와 교사들에게 권한(그대로 교육
하거나 독자적인 코스를 개발해 코스 운영 가능)을 주고 있으며, 학생은
코스 이수 후 프로젝트 결과를 제출하고 교사는 1회 평가(교실 기반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계보경, 2017).
아일랜드 교육과정평가원(NCCA: National Council for Curriculum
Assessment)은 우리나라 중학교에 해당하는 주니어 사이클 교육과정
에 포함된 여러 단기 코스24) 중 하나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Digital Media Literacy)’코스를 개발했다. 이 코스는 디지털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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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창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고안되어 4개의 영역25)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 내용과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학습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계보경, 2017).

[그림 3-12] 아일랜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제1 영역(My digital world)

자료: 계보경(2017: 17)

미국 매사추세츠의 경우, 기존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새롭게 개발하
면서 컴퓨터과학을 포함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계보경, 2017).

24) 주니어 사이클에서 최대 4개 단기 코스 운영 가능, 코스 운영 시간은 약 100시간
25) 4개 영역: ① My digital world, ② Following my interests online, ③ Checking the facts, ④
Publishing 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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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미국 매사추세츠주 DLCS의 학년 그룹(Grade 9~12) 표준

자료: 계보경(2017: 25)

미국 매사추세츠주 초중등교육위원회는 2016년 6월에 만장일치로
새로운 ‘디지털 리터러시 및 컴퓨터과학(DLCS: Digital Literac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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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Science)’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4개의
핵심 영역26)에 걸쳐 4개의 학년 그룹27)에서 학생들이 갖춰야 7가지
연습활동28)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식의 평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가지 연습활동에 대해서는 성과
기반 평가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계보경, 2017).
핀란드는 직접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하였다. 핀
란드는 일반적으로 12년에 한 번 이상 학교 커리큘럼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2014년 새로운 코어 커리큘럼을 발표했다. 핀란드의 교육과정
은 국가적인 수준에서 개발하는 코어 커리큘럼과 이를 기초로 지자체,
교육 서비스 제공기관, 학교들의 고유 상황과 요구에 맞는 로컬 커리
큘럼으로 구분된다. 2014년에 개발된 국가수준 코어 커리큘럼은
2016~2017년부터 지역별 로컬 커리큘럼을 통해 학교에서 시행된다.
로컬 커리큘럼은 코어 커리큘럼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각 학교는 로컬 커리큘럼을 수용하면서
각 학교의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을 추가할 수 있다.
2014년 발표된 국가수준 코어 커리큘럼에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길러야 할 7가지 공통 역량
을 제시하면서, 이 중에서 ‘다중 문해력’과 ‘ICT 활용 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코어 컬리큘럼에
서는 7가지 공통 역량을 모든 과목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학년 그룹
별(1~2학년, 3~6학년, 7~9학년)로 역량들의 세부 목표와 학습목표, 콘
26) 4개 핵심 영역: ① Computing and Society(CAS), ② Digital Tools and Collaboration(DCT),
③ Computing Systems(CS), ④ Computational Thinking(CT)
27) 4개 학년 그룹: ① Kindergarten to Grade 2, ② Grade 3~5, ③ Grade 6~8, ④ Grade 9~12
28) 7가지 연습활동: ① connecting, ② creating, ③ abstracting, ④ analyzing, ⑤ communicating,
⑥ collaborating, ⑦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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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모든 교사는 7가지 공통 역량을 본인의
수업에서 교육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핀란드의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7가지 공통 역량은 학년 그룹별로 내용이 구체적으로 개
발되어 있으며, 이렇게 개발된 공통 역량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각론
에 해당하는 개별 교과목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에 매칭 되어 있다. 따
라서 해당 교과를 가르칠 때 반드시 공통 역량에 해당하는 내용도 수
업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수준의 코어 커리큘럼을 개발할 때 주요한 시사점은 다양한 파트
너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교사, 학생, 기업, 연구기관 등
교육과정의 개발 및 시행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
직이 구성되어 있고, 이는 로컬 커리큘럼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교원들은 1년에 3일간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
수해야 하는데, 7가지 공통역량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연수도 이때 실
시된다. 교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핀란드의 경우 교사
의 지위와 질 관리 측면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교
사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을 점차 늘릴 계획을 갖고 있으며,
교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별 학교에서 교사의 수업에 대한 평
가나 모니터링 등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핀란드 학교의 인프라는 어찌 보면 현재 우리나라와 크게 대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1~3명 정도당 1대의 PC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이가 올라갈수록 개인의 스마트 기기를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어
서 별도로 PC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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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역량 교육 요구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직업계고 디지털 역량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직업계고 교사,
학생, 그리고 고졸취업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
육에 대한 인식, 교육 실태, 교육에 대한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1>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조사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사회와 직업생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교육과 관련하여 직업계고 교사 및 학생, 고졸취
업 기업 인사담당자의 의견을 수렴

조사 대상

직업계고 교사 100명, 학생 150명, 고졸취업 기업 인사담당자 220명

조사 방법

웹 조사를 기반으로 하되, 응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메일, 팩스
병행

조사 기간

2019년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유효 표본 수

교사 128명(회수율 128.0%), 학생 202명(회수율 134.7%), 기업체
인사담당자 222명(회수율 100.9%)

조사 수행기관 ㈜트로스리서치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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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지는 조사문항의 차이로 총 3종
(교사용, 학생용, 기업용)을 개발하였다. 각각의 조사지는 인식, 실태
(교사만 해당), 요구의 단계로 구성하였다.

<표 4-2>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문항(교사용)
항목

일반 사항

내용
∙
∙
∙
∙
∙
∙

학교
학교
담당
담당
교직
직급

문항
SQ
SQ
SQ
SQ
SQ
SQ

소재 지역
유형
학과의 교과군
교과 유형(보통교과, 전문교과)
경력

∙ 디지털
디지털 역량 ∙ 디지털
관련 인식 ∙ 학생의
∙ 디지털

역량 용어 인지 정도
역량 항목별 인식 정도
문
디지털 역량 항목별 인지 정도에 대한 인식 문
문
역량 관련 연수 경험

1
2
3
4
5
6

문 1
2(①~⑨)
3(①~⑧)
4(①~⑨)

∙ 디지털 역량 항목별 수업 경험
디지털 역량
∙ 디지털 역량 항목별 수업시간
수업 경험
∙ ICT 활용 교육 현황

문 5(①~⑧)
문 5(①~⑧)
문 6(①~⑤)

∙ 사회와 직장 생활에서의 디지털 역량 필요 정도
디지털 역량 ∙ 디지털 역량 교수 방법
교육에 대한 ∙ 학교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필요 사항
요구
∙ 교과별 디지털 역량 필요 정도
∙ 학교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자유의견

문 7(①~⑧)
문 8(①~⑤)
문 9(①~⑦)
문 10(①~②)
문 11

<표 4-3>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문항(학생용)
항목

일반 사항

내용
∙
∙
∙
∙

성별
학년
학과 유형(IT 관련, 비IT 관련)
소속 학과의 교과군

디지털 역량 ∙ 디지털 역량 용어 인지 정도
관련 인식 ∙ 디지털 역량 항목별 인식 정도

문항
SQ
SQ
SQ
SQ

1
2
3
4

문 1
문 2(①~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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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 사회와 직장 생활에서의 디지털 역량 필요 정도
디지털 역량 ∙ 디지털 역량 교수 방법
교육에 대한 ∙ 학교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필요 사항
요구
∙ 교과별 디지털 역량 필요 정도
∙ 학교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자유 의견

문항
문
문
문
문

3(①~⑧)
4(①~⑤)
5(①~⑦)
6(①~②)
문 7

<표 4-4>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문항(기업용)
항목

일반 사항

내용
∙
∙
∙
∙

기업 분류(IT 관련, 비IT 관련)
기업 소재 지역
근무 경력
응답자 직급

문항
SQ
SQ
SQ
SQ

1
2
3
4

디지털 역량 ∙ 디지털 역량 용어 인지 정도
관련 인식 ∙ 디지털 역량 항목별 인식 정도

문 1
문 2(①~⑧)

디지털 역량
∙ 사회와 직장생활에서의 디지털 역량 필요 정도
교육에 대한
∙ 학교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자유 의견
요구

문 3(①~⑧)
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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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 결과29)
1. 응답자 일반 현황
응답자는 교사 128명, 학생 202명, 기업 인사담당자 221명이다.
응답 교사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학교 유형은 ‘특성화고’가 83.6%로
가장 많았고, ‘마이스터고’가 14.8%, ‘일반고(종합고)’가 1.6%이다. 응
답한 교사의 담당 교과는 ‘전문교과’(50.8%)와 ‘보통교과’(49.2%)의
비율이 비슷하였고, 담당 학과 교과군은 ‘경영·금융’(13.8%), ‘기
계’(12.3%)와 ‘전기·전자’(12.3%) 순으로 높았다. 응답 교사의 교직
경력은 ‘20년 이상’이 32.8%로 가장 많고, ‘10~20년 미만’(27.3%), ‘5
년 미만’(20.3%)이 다음으로 많았다. 직급은 ‘교사’가 61.7%로 반수
이상이었으며, ‘부장교사’(36.7%)가 다음으로 많았다.
<표 4-5> 응답자(교사)의 일반 특성
구분

사례 수

비율

128

100.0

광역시

63

49.2

중소도시

36

28.1

농어촌

29

22.7

특성화고

107

83.6

마이스터고

19

14.8

일반고(종합고)

2

1.6

보통교과

63

49.2

전문교과

65

50.8

전체
소재 지역

학교 유형

담당 교과

(단위: 명, %)

29) 조사 결과는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의 주요 분석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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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담당 학과
교과군

교직 경력

직급

사례 수

비율

경영‧금융

9

13.8

보건‧복지

3

4.6

디자인·문화·콘텐츠

4

6.2

미용‧관광‧레저

4

6.2

음식 조리

3

4.6

건설

3

4.6

기계

8

12.3

재료

3

4.6

화학‧공업

3

4.6

섬유‧의류

2

3.1

전기‧전자

8

12.3

정보‧통신

2

3.1

식품 가공

3

4.6

인쇄‧출판‧공예

2

3.1

환경‧안전

2

3.1

농림‧수산‧해양

4

6.2

선박 운항

2

3.1

5년 미만

26

20.3

5~10년 미만

25

19.5

10~20년 미만

35

27.3

20년 이상

42

32.8

교감

2

1.6

부장교사

47

36.7

교사

79

61.7

주) 담당 학과 교과군은 전문교과 교사(65명)만 응답한 문항임.

응답 학생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한 학생의 성별은 ‘남학
생’(65.3%),

‘여학생’(34.7%)이고,

학년은

‘3학년’(57.4%),

‘2학

년’(30.7%), ‘1학년’(11.9%) 순이다. 재학 중인 학과가 ‘비IT 계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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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66.8%로 ‘IT 계열’(33.2%)인 경우에 비해 두 배가량 많았다.
소속 학과의 교과군은 ‘경영·금융’(13.4%)과 ‘기계’(13.4%)가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전기·전자’(10.9%) 순이다.

<표 4-6> 응답자(학생)의 일반 특성
구분

사례 수

비율

202

100.0

남학생

132

65.3

여학생

70

34.7

1학년

24

11.9

2학년

62

30.7

3학년

116

57.4

IT 관련

67

33.2

비IT 관련

135

66.8

경영‧금융

27

13.4

보건‧복지

9

4.5

디자인·문화·콘텐츠

15

7.4

미용‧관광‧레저

10

5.0

음식 조리

9

4.5

건설

11

5.4

기계

27

13.4

재료

9

4.5

화학‧공업

11

5.4

전체
성별

학년

학과

소속 학과
교과군

(단위: 명, %)

섬유‧의류

6

3.0

전기‧전자

22

10.9

정보‧통신

6

3.0

식품 가공

9

4.5

인쇄‧출판‧공예

7

3.5

환경‧안전

6

3.0

농림‧수산‧해양

12

5.9

선박 운항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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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기업 인사담당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소재지는 ‘중소도시’가 4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역시’(45.2%),
‘농어촌’(5.9%) 순이며, 업종은 ‘비IT 관련’이 81.9%, ‘IT 관련’이
18.1%이다.
응답자의 근무 경력은 ‘10~20년 미만’(29.4%), ‘5~10년 미만’(29.0%),
‘5년 미만’(28.5%) 순이고, 응답자의 직급은 ‘관리자급’(35.3%), ‘중간
관리자급’(34.4%), ‘사원’(19.9%) 순이다.

<표 4-7> 응답자(기업) 일반 특성
구분

사례 수

비율

221

100.0

광역시

100

45.2

중소도시

108

48.9

농어촌

13

5.9

IT 관련

40

18.1

비IT 관련

181

81.9

5년 미만

63

28.5

5~10년 미만

64

29.0

10~20년 미만

65

29.4

20년 이상

29

13.1

임원급

23

10.4

관리자급

78

35.3

중간 관리자급

76

34.4

사원

44

19.9

전체
소재지

기업 분류

근무 경력

직급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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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역량 관련 인식
‘디지털 사회에서 일상적 삶을 살고, 학습과 직무를 수행하는 데 기
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되는 디지털 역량(또는 디지털 리터러
시) 용어에 대해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교사’는 59.3%(어느 정도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나, 학생(29.7%)과 기
업(29.4%)은 알고 있다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디지털 역량 용어 인지 정도가 ‘일반고(종합고)’(평균
4.00), ‘마이스터고’(평균 3.95), ‘특성화고(평균 3.66)’순으로 높았다.
기업 인사담당자의 용어 인지 정도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
향이 있었다.

<표 4-8> 디지털 역량(디지털 리터러시) 용어 인지 정도
(단위: 명, %, 점)

사례
구분
수

들어
전혀
본
모른다
모른다
적은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평균

표준
편차

교사

128

1.6

8.6

30.5

35.9

23.4

3.71

0.97

학생

202

7.9

21.8

40.6

23.8

5.9

2.98

1.01

기업

221

8.1

19.0

43.4

25.3

4.1

2.98

0.97

F

P

27.053

0.000***
(A>B,C)

주 1) 1. 전혀 모른다, 2. 모른다, 3. 들어 본 적은 있다, 4.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 잘 알고 있다
2) * p<.05, ** p<.01, *** p<.001

교사와 학생 모두 디지털 역량 인지 정도는 ‘디지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활용’(각각 평균 4.38, 4.18)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SNS 등 디지털 기술(미디어)을 활용한 소통 및 협력’(각각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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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4.00), ‘디지털 윤리,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각각 평균 4.23,
3.90) 순으로 높았다.
대체로 전문교과 교사, 여학생, IT 관련 학과에서 디지털 역량 항목
별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디지털 역량 항목별 인지 정도

항목

들어
본
구 전혀
모른다
적은
분 모른다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평균

표준
편차

디지털 콘텐츠 교사
활용
학생

0.8

1.6

15.6

54.7

27.3

4.06

0.75

2.5

13.4

31.2

35.1

17.8

3.52

1.01

디지털 기기 교사
(컴퓨터, 스마
트폰 등) 활용 학생

0.0

0.0

5.5

51.6

43.0

4.38

0.59

1.0

1.0

19.8

35.6

42.6

4.18

0.85

SNS 등 디지 교사
털 기술(미디
어)을 활용한 학생
소통 및 협력

0.0

2.3

7.8

54.7

35.2

4.23

0.69

0.5

5.9

20.8

39.1

33.7

4.00

0.91

디지털 콘텐츠 교사
생성
학생

2.3

5.5

18.8

54.7

18.8

3.82

0.88

2.5

11.9

31.2

36.6

17.8

3.55

1.00

디지털 윤리, 교사
저작권 및 개
인 정보 보호 학생

0.0

0.8

11.7

51.6

35.9

4.23

0.68

1.0

5.9

29.2

29.7

34.2

3.90

0.98

프로그래밍 이 교사
해(컴퓨팅 사고) 학생

3.1

12.5

32.0

38.3

14.1

3.48

0.99

2.0

18.3

33.2

32.2

14.4

3.39

1.01

빅데이터, 인 교사
공지능(AI) 등
학생
신기술

0.8

8.6

28.1

49.2

13.3

3.66

0.85

3.0

9.9

39.1

37.1

10.9

3.43

0.92

취업 분야(소 교사
속 기업) 요구
HW, SW 활용 학생

0.8

8.6

20.3

40.6

29.7

3.90

0.95

5.9

18.8

36.1

26.7

12.4

3.21

1.07

(단위: 명, %)

t

P

5.523 0.000***

2.481 0.014*

2.616 0.009**

2.534 0.012*

3.569 0.000***

0.801 0.424

2.241 0.026*

5.943 0.000***

주 1) 1. 전혀 모른다, 2. 모른다, 3. 들어 본 적은 있다, 4.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 잘 알고 있다
2)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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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인식하는 디지털 역량(또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항목별 필
요 정도를 살펴보면, ‘디지털 콘텐츠 활용’(51.6%), ‘SNS 등 디지털
기술(미디어)을 활용한 소통 및 협력’(39.8%), ‘디지털 콘텐츠 생
성’(34.8%), ‘프로그래밍 이해(컴퓨팅 사고)’(37.1%), ‘빅데이터, 인공
지능(AI) 등 신기술’(34.4%), ‘취업 분야(소속 기업) 요구 HW, SW 활
용’(42.5%) 역량에 대해서는 ‘비교적 필요한 편이다’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디지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활용’(51.6%), ‘디지털 윤
리,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47.5%) 역량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
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디지털 역량(또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항
목별 필요 정도는 ‘디지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활용’(평균
4.35), ‘디지털 윤리,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평균 4.25), ‘취업 분
야(소속 기업) 요구 HW, SW 활용’(평균 4.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0> 기업: 디지털 역량(디지털 리터러시) 필요 정도
(단위: 명, %)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비교적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
하다

평균

표준
편차

디지털 콘텐츠 활용

0.5

3.6

21.3

51.6

23.1

3.93

0.79

디지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활용

0.5

3.2

8.6

36.2

51.6

4.35

0.80

SNS 등 디지털 기술(미디어)
을 활용한 소통 및 협력

0.9

5.9

25.3

39.8

28.1

3.88

0.92

디지털 콘텐츠 생성

0.9

9.5

33.5

34.8

21.3

3.66

0.95

디지털 윤리,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0.5

1.8

17.6

32.6

47.5

4.25

0.84

프로그래밍 이해(컴퓨팅 사고)

1.8

7.2

31.2

37.1

22.6

3.71

0.96

구분

제4장 디지털 역량 교육 요구 조사 171

구분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비교적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
하다

평균

표준
편차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
기술

2.3

9.0

25.8

34.4

28.5

3.78

1.03

취업 분야(소속 기업) 요구 HW,
SW 활용

0.0

3.2

20.8

42.5

33.5

4.06

0.82

주)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비교적 필요한 편이다,
5. 매우 필요하다

디지털 역량에 대해 기업의 필요 정도와 학생의 인지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디지털 콘텐츠 활용’, ‘디지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활용’, ‘디지털 윤리,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프로그래밍 이해(컴
퓨팅 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취업 분야(소속 기
업)에서 요구하는 HW, SW 활용’과 관련된 역량은 학생들이 알고 있
는 수준에 비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역량에 대해 기업의 필요 정도와 교사의 인지 정도의 차이
를 살펴보면, ‘SNS 등 디지털 기술(미디어)을 활용한 소통 및 협력’
역량은 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비해 교사들이 더 많이
알고 있으며, ‘프로그래밍 이해(컴퓨팅 사고)’ 역량은 기업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 정도에 비해 교사들이 알고 있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직업계고 교사가 생각하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인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디지털 콘텐츠 활용’, ‘SNS 등 디지
털 기술(미디어)을 활용한 소통 및 협력’, ‘취업 분야(소속 기업)에서
요구하는 HW, SW 활용’ 역량에 대해서는 학생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교사가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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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고, ‘디지털 윤리,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프로그래밍 이해
(컴퓨팅 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역량에 대해서는
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학생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디지털 역량 교육 실태(연수 현황, 수업 경험, ICT 활용 교육)
직업계고 교사가 디지털 역량(또는 디지털 리터러시)과 관련하여 연
수를 받아 본 경험을 살펴보면, ‘디지털 콘텐츠 활용’(53.9%), ‘디지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활용’(60.9%), ‘디지털 윤리, 저작권 및 개
인 정보 보호’(64.8%)와 관련한 연수는 ‘있다’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
타났다. 반면, ‘SNS 등 디지털 기술(미디어)을 활용한 소통 및 협
력’(40.6%), ‘디지털 콘텐츠 생성’(30.5%), ‘프로그래밍 이해(컴퓨팅
사고)’(28.9%),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25.8%), ‘취업 분
야(소속 기업) 요구 HW, SW 활용’(44.5%), ‘ICT 활용 수업’(28.9%)
과 관련된 연수를 받아 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역량(또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디지털 역량 구성 요소 8개의 항목 중 ‘디지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활용’(63.3%), ‘디지털 콘텐츠 활용’(60.2%), ‘디지털 윤
리,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55.5%) 순으로 수업시간에 가르친 경
험이

‘있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프로그래밍

이해(컴퓨팅

사

고)’(20.3%),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21.1%), ‘디지털 콘
텐츠 생성’(26.6%) 등은 상대적으로 수업에서 가르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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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디지털 역량과 관련한 내용을 수업시간에 가르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정규 교과’에서 가르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11> 디지털 역량 관련 교수 경험

구분

없다

(단위: 명, %)

수업시간 유형

있다
정규
교과

창체

방과
후

기타

디지털 콘텐츠 활용

39.8

60.2

46.1

14.1

6.3

3.1

디지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활용

36.7

63.3

51.6

10.9

8.6

3.1

SNS 등 디지털 기술(미디어)을 활용
한 소통 및 협력

46.1

53.9

37.5

11.7

7.8

4.7

디지털 콘텐츠 생성

73.4

26.6

16.4

6.3

4.7

3.9

디지털 윤리,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44.5

55.5

36.7

18.0

0.8

5.5

프로그래밍 이해(컴퓨팅 사고)

79.7

20.3

16.4

4.7

1.6

0.8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78.9

21.1

17.2

2.3

1.6

0.8

취업 분야 요구 HW, SW 활용

46.1

53.9

37.5

8.6

14.1

3.9

주) 수업시간 유형은 교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선택한 문항이며, 중복응답임.

직업계고 교사의 ICT 활용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수업과 관련하여
‘수업 전(자료 제작, 검색 등)’에서는 ‘매일 활용’(32.0%), ‘1주에 1~2
회’(31.3%) 순으로 비율이 높았고, ‘수업 중(학생 직접 활용, 자료 제
시 등)’에서는 ‘1주에 1~2회’(36.7%), ‘매일 활용’(23.4%) 순으로 비율
이 높았으며, ‘수업 후(학생들의 평가, 과제의 피드백 제공 등)’에서는
‘한 달에 1~2회’(28.9%), ‘1주에 1~2회’(24.2%) 순으로 비율이 높았
다. 학급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생과의 의사소통(SNS를 통한 학급 소
식 공유 등)’에서는 ‘한 달에 1~2회’(24.2%), ‘사용하지 않음’(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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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비율이 높았고, ‘학부모와의 의사소통(SNS를 통한 학급 소식
공유 등)’에서는 ‘한 달에 1~2회’(38.3%), ‘사용하지 않음’(32.8%) 순
으로 비율이 높았다.

<표 4-12> ICT 활용 교육 현황
구분

수업
관련

학급
운영
관련

매일
활용

(단위: 명, %)

1주에 1주에 한 달에 사용하지
3~5회 1~2회 1~2회
않음

수업 전(자료 제작, 검색 등)

32.0

19.5

31.3

12.5

4.7

수업 중(학생 직접 활용, 자료
제시 등)

23.4

17.2

36.7

15.6

7.0

수업 후(학생들의 평가, 과제의
피드백 제공 등)

10.9

15.6

24.2

28.9

20.3

학생과의 의사소통(SNS를 통
한 학급 소식 공유 등)

18.0

19.5

18.0

24.2

20.3

학부모와의
의사소통(SNS를
통한 학급 소식 공유 등)

6.3

10.2

12.5

38.3

32.8

4.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요구
사회와 직장생활에서 디지털 역량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교사, 학생, 기업의 의견을 살펴보면, ‘디지털 콘텐츠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교사’(평균 4.34), ‘학생’(평균 4.09), ‘기
업’(평균 3.87) 순으로 높았고, ‘디지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교사’가 ‘학생’과 ‘기업’에 비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NS 등 디지털 기술(미
디어)을 활용한 소통 및 협력’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교사’, ‘학생’, ‘기업’ 순으로 높았다. ‘디지털 콘텐츠 생성’ 능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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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교사’와 ‘학생’이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
났고, ‘디지털 윤리,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 정도는 ‘교사’와 ‘학생’이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프로
그래밍 이해(컴퓨팅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교사’와
‘학생’이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
기술’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교사’와 ‘학생’이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취업 분야(소속 기업)에서 요구하는 HW, SW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교사’가 ‘학생’과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3> 취업 후 디지털 역량(디지털 리터러시) 요구 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단위: 명, 점)

항목
디지털 콘텐츠 활용

디지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활용

구분

평균

표준편차

(A)교사

4.34

0.69

(B)학생

4.09

0.71

(C)기업

3.87

0.78

(A)교사

4.54

0.65

(B)학생

4.33

0.69

(C)기업

4.19

0.76

(A)교사

4.45

0.65

(B)학생

4.19

0.74

(C)기업

3.79

0.86

(A)교사

4.12

0.71

(B)학생

4.03

0.74

(C)기업

3.57

0.80

(A)교사
디지털 윤리, 저작권 및 개인정보
(B)학생
보호
(C)기업

4.58

0.61

4.41

0.73

4.16

0.81

SNS 등 디지털 기술(미디어)을
활용한 소통 및 협력

디지털 콘텐츠 생성

F

P

17.268

0.000***
(A>B>C)

10.088

0.000***
(A>B,C)

31.944

0.000***
(A>B>C)

29.248

0.000***
(A,B>C)

14.199

0.000***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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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A)교사

3.99

0.80

(B)학생

4.05

0.79

(C)기업

3.76

0.87

(A)교사

4.09

0.79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B)학생

4.02

0.80

(C)기업

3.62

0.84

(A)교사
취업 분야(소속 기업)에서 요구
(B)학생
하는 HW, SW 활용
(C)기업

4.45

0.69

4.09

0.82

4.02

0.73

프로그래밍 이해(컴퓨팅 사고)

F

P

7.079

0.001**
(A,B>C)

18.845

0.000***
(A,B>C)

14.176

0.000***
(A>B,C)

주) 1. 전혀 알 필요가 없다, 2. 몰라도 괜찮다, 3. 보통이다, 4. 알면 좋겠다, 5. 반드시 알아야
한다

디지털 역량 교수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82.8%), ‘기존 특정 과목에 일부 내용 추가(단원)하여
교육’(75.0%), ‘방과 후 교육’(69.5%) 순으로 ‘찬성’한다는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고,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87.1%), ‘별도로 과목을
신설하여 교육’(79.2%), ‘기존 특정 과목에 일부 내용 추가(단원)하여
교육’(71.8%) 순으로 ‘찬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별도로 과목을 신설할 경우 ‘보통교과’(33.3%)와 ‘전문교과’(35.4%)
교사 모두 ‘선택’과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의 경우도
‘선택’과목(62.4%)을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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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교수 방식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의견
(단위: 명, %)

항목
별도로 과목을 신설하여 교육
기존 특정 과목에 일부 내용 추가
(단원)하여 교육
전체 과목의 수업에서 교수･학습 시
반영
방과 후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구분

찬성

반대

교사

53.9

46.1

학생

79.2

20.8

교사

75.0

25.0

학생

71.8

28.2

교사

53.1

46.9

학생

69.3

30.7

교사

69.5

30.5

학생

67.3

32.7

교사

82.8

17.2

학생

87.1

12.9

χ²

P

23.617

0.000***

0.412

0.521

8.805

0.003**

0.176

0.675

1.174

0.279

주) * p<.05, ** p<.01, *** p<.001

학교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요구 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의 경우 ‘기자재(컴퓨터, 스마트 기기, SW 등) 확충’(평
균 4.30), ‘시설(컴퓨터실, 인터넷망 등) 확충’(평균 4.28), ‘교원 연수’
(평균 4.1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5> 학교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교사의 요구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보통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평균

표준
편차

교육과정에 반영

1.6

9.4

25.8

43.0

20.3

3.71

0.95

디지털 역량 관련 교과서 개발

1.6

11.7

18.0

44.5

24.2

3.78

1.00

수업 자료 개발

0.8

3.1

11.7

53.1

31.3

4.11

0.79

교원 연수

0.0

3.1

13.3

52.3

31.3

4.12

0.75

시설(컴퓨터실, 인터넷망 등)
확충

0.0

3.1

8.6

45.3

43.0

4.28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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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불필요 보통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평균

표준
편차

기자재(컴퓨터, 스마트 기기,
SW 등) 확충

0.0

3.9

9.4

39.8

46.9

4.30

0.80

스마트 기기 활용 수업 활성화

0.0

3.9

15.6

47.7

32.8

4.09

0.80

주) 1. 매우 불필요, 2. 불필요, 3. 보통, 4. 필요, 5. 매우 필요

학교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학생의 요구를 살펴보면, ‘시
설(컴퓨터실, 인터넷망 등) 확충’(평균 4.23), ‘기자재(컴퓨터, 스마트
기기, SW 등) 확충’(평균 4.21), ‘스마트 기기 활용 수업 활성화’(평균
4.1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6> 학교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학생의 요구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보통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평균

표준
편차

교원(강사)의 전문성 신장

0.0

0.5

30.7

44.1

24.8

3.93

0.76

시설(컴퓨터실, 인터넷망 등)
확충

1.0

2.0

15.3

36.6

45.0

4.23

0.85

기자재(컴퓨터, 스마트 기기,
SW 등) 확충

1.0

0.0

16.8

41.6

40.6

4.21

0.79

스마트 기기 활용 수업 활성화

1.0

3.0

17.3

37.6

41.1

4.15

0.88

주) 1. 매우 불필요, 2. 불필요, 3. 보통, 4. 필요, 5. 매우 필요

‘시설(컴퓨터실, 인터넷망 등)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교사’ 평균 4.28, ‘학생’ 평균 4.23)와 ‘기자재(컴퓨터, 스마트 기기,
SW 등)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교사’ 평균 4.30, ‘학생’
평균 4.21)는 ‘교사’가 ‘학생’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스마트 기기 활
용 수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교사’ 평균 4.09,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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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15)는 ‘학생’이 ‘교사’에 비해 다소 높았다. 3개 항목에 대해
교사와 학생의 의견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교사와 학생
모두 필요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의 제언을 살펴보면, ‘관련 교사 연수의 확대’(31.3%)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각종 기자재 및 시설 확충’(31.3%)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디지털 윤리, 기본 소양 등에 대한 교
육 강화’(15.2%),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수업 자료 개발 및 보
급’(12.1%)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이 밖에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
한 교육과정’(8.1%)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 교육’(4.0%)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의 제언을 살펴보면, ‘시설과 기기의 확충’(21.2%)이 필요하다
는 의견과 ‘수업에서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를 활용’(21.2%)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선택
과정으로 진행’(12.1%), ‘디지털 윤리 교육이 선행’(12.1%)되어야 한
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밖에 ‘전문적인 강사에 의한 교육’(9.1%)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쉬운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6.1%)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업 인사담당자의 제언을 살펴보면,

‘실무(현장)

중심의 교

육’(30.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본적인
HW, SW 활용 능력 중심’(23.7%)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
다. 이 밖에 ‘전문적인 능력 습득(프로그래밍, 언어, 코딩, 마케팅
등)’(8.3%)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성 교육의 병행’(7.7%)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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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직업계고 디지털 역량 교육 방안
지금까지 동 연구에서 수행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안)
도출, 국내외 디지털 역량 교육 현황과 사례 분석, 직업계고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 속에서 얻어진 시사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지원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육 내용
먼저, 디지털 역량 교육의 위상을 생각해봐야 한다. 일상생활과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디지털 역량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갖추어야 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소양이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익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소프트웨어와 논리
적 사고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컴퓨터 과학 교육을 위한
교육(정보 교과 등)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크다. 이러한 컴퓨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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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육은 디지털 역량 교육에 비해 한 단계 깊이 있는 교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과학이라는 학문에 기초
한 교육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회에서 컴
퓨터 과학에 대한 이해는 국민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필수 역량으로
점차 그 인식이 바뀌고 있기에, 모든 국민이 배워야 할 필수 교육 내
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관심 있는 주제에 대
해 심화 학습을 하고 싶은 경우, 각각의 주제를 다루는 별도의 심화
교육을 선택하여 받으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의 위상을 간
단히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5-1] 디지털 역량 교육의 위상

위와 같은 디지털 역량 교육의 위상을 감안하여 직업계고에서의 디
지털 역량 교육 내용은 기본적으로 2장에서 도출된 디지털 역량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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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및 구성 요소(안)의 세부 역량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교육 내용을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동 연구에서 도
출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과 구성 요소(안)의 세부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교사가 선정하여 수업을 실시하면 된다. 동 연구에
서 제시한 것은 디지털 역량을 위한 세부 역량이므로 이를 가르치기
위한 수업 목표와 교육 내용은 직업계고 교육 환경, 교사, 학생 등의
수준과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면 된다. 참고로, 직업계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교육 내용에 바탕한 성취 기준을 예시자
료로 부록에 제시하였다.

2. 교육 방법
디지털 역량 교육 방법은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제
시하는 것은 획일화된 방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개별 학교의 여건에
맞게 제안한 교육 방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별도의 교과목을 신설하여 교육 실시
둘째, 기존 교과목에 일부 내용으로 추가하여 교육 실시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교육 실시
넷째,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기존 교과에서 교육 실시
앞에 제시한 두 가지 교육 방법은 기존 교육과정의 각론을 개정하
거나, 고시 외 교과를 학교에서 선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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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과정(각론)에 디지털 역량 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제시한다면
모든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별도의 교과목을 신설한
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체 교육과정의 시수 조정과 타 교육내
용과의 조율 등을 필요로 한다.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디지털 역량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확립된 후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점 더 수월하게 직업계고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수‧학습에 반영하는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교육의 범위도 얼
마든지 확대가 가능하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에 반영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에서도 자율활동에 디지털 역량 교육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 교사의 연수가 반드시 선행되
어야 올바른 디지털 역량 교육 실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교육‧학습에 디지털 역량을 가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교육과정의 변화없이 디지털 역량을 교육 내용과 교육 수단으로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최근 많이 알려진 융합 교
육(STEAM 등)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교수‧학습에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모든 교
과의 교사가 참여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핀란드의 사례와 유
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매년 모든 교사 또는 일부 신청 교사에
대한 디지털 역량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사가 미리 디지털 역
량에 대해 이해하고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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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한 각각의 방법별로 교육과정 및 수업과 관련된 예시 자
료를 부록에 제시하였다.

3. 교육 지원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지원
방으로 교원 연수와 학교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였다.
교원 연수는 반드시 교육 실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매년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원하는 교원은 언제든 신청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디지털 역량 교원 연수의 내용은 교원이라면 누구
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한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디
지털 역량은 디지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이기 때문
이다.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역량 교육 방법의 적용을 고려했을 때도
디지털 역량 교육 내용의 수준은 기초 수준이 적합하다. 따라서, 교원
연수의 내용도 기초 수준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일부 내용별로
심화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역량을 심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로
동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
교원 연수 프로그램 예시 자료를 작성하여 부록에 제시하였다.
학교 인프라는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유무선)과 디지털 기기의 수업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 먼저 선행적으로 디지털 기기
의 수업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
실시 모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생들 또한 스마트
폰을 활용한 수업 환경에 적응하고 수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식
을 개선하고 교사의 수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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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직업계고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기존 디지털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
행연구를 분석하여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디지털 역
량에 대한 재정의를 하였다. 디지털 역량 재정의는 개념 정의와 구성
요소 도출로 진행되었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검증(델파이 조사)을 실
시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직업계고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
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디지털 역량 재정의라
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국내외 디지털 역량 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우 국
가 정책 차원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본 계획을 근간으로 온 국민의 정
보화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다양한 기관과 정책 사업으로 ICT 교육,
정보 교육, SW 교육 등이 추진되었다. 다만, 디지털 역량 교육은 국내
의 경우 해외 사례에 비해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했고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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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 내용, 지원 정책 등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다.
셋째, 직업계고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 실시를 위해 이해 당사자인
직업계고 교원, 학생, 그리고 고졸취업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 실태(교원만 해당), 요구 사항
을 조사하였다. 대상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디지털 역량 교육의 필
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고, 교육 방법에서는 선호도의 차이는 있었
지만 다양한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앞서 2~4장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직업계고 디지털 역량
교육 방안’과 연구협력진(직업계고 교사, 디지털 역량 분야 전문가 등)
과 함께 이를 반영한 예시자료를 제시하였다. 교육 방안은 크게 세 가
지 파트로 구성하였다. ① 직업계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직업계고에서
의 디지털 역량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다. ② 직업계고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 방법으로 교과목 신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실시 등 네 가
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③ 직업계고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은
교원 연수와 인프라(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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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 제언
1. 전 국민의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 함양
향후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 내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디지털 역량 교육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
에서 잘 지내기 위한 기초 소양, 기초 능력을 학교 교육을 통해 길러
주기 위한 것이다. 향후 일상생활과 기업 환경에서의 디지털화가 심화
될 것은 자명한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소홀히 했
던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역량은 디
지털 환경에 속해 있다고 저절로 길러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
야 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당장 앞으로 다가올 사회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디
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
해 정책 추진 시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디지털 역량 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경우 이해관계자
(지자체, 기업, 교사, 학생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개발 조
직 및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수요자 중심과 다양성 측면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지역
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체계로의 전환을 해야 한다. 핀란드의
사례와 같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부분만 최
소한으로 제시하고, 지역과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국가수
준 교육과정 기반 하에 보완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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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는 교육’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IT강국의 장점이 교육 현장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의 모든 장
소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특정 교실에서만 인터넷 수업이 가능
한 것이 아니라), 수업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모델 개발과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스
마트 기기를 잘 활용하는 수업 진행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위한 다양
한 형태의 교육(연수, 워크숍 등)이 필요하다.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콘텐츠, 소프트웨어에 대해 ‘잘 활용하는 법’
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침, 수업 자료
개발, 교원 연수 실시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때,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스마트 기기 확보에 대해 학교에서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량의 기기를 확보하고, 개인별 스
마트 기기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 기
기의 학교 반입과 수업 활용을 기본적인 지침은 정부(지자체)에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세부적인 운영 지침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협
의 하에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3.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개발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교원
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 요구도 커지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교원에
게 요구되는 것은 ‘교육 내용’보다는 ‘교육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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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양성 과정에서 교육 내용 중심의 양성 과정도 중요하지만, 디
지털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역량 개발과 디지털 환경에 대
한 이해 또한 교원의 기본 역량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
해야 한다.
교원 연수 과정도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정보화 교육을 한 단계 업
그레이드하여 디지털 역량을 키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수를 확대
해야 한다. 특히, 직업계고 교원의 경우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환경(HW, SW)에 대한 이해는 필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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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the Digital Competency Educ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Jong-ho Jeon, Chul-hyun Lee
Young-min Lee, Nam-cheol Lee, Kwan-taek Oh

1. Overvie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ow digital competency
education can be provided to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in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apidly changing everyday life
and business environment to digital environment.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applied research methods such as literature studies,
expert interviews, surveys, overseas business trips, and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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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ree ways to conduct digital
competency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 the contents of
digital competency education, digital competency education method,
and support for digital competency education. Finally,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to carry ou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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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조사지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교사용)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시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직업계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고견을 청
취하고자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사에서 응답해주신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아니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해 보호받으며, 동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의해 조사 종료
후 모두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 문의 >
▣ 주관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사기관:

응답자 기본 사항
SQ1

지역

SQ2

학교 유형

SQ3

□1) 광역시

□2) 중소도시

□3) 농어촌

□1) 특성화고

□2) 마이스터고

□3) 기타( )

□1) 경영‧금융

□2) 보건‧복지

□3) 디자인‧문화 콘텐츠

□4) 미용‧관광‧레저

□5) 음식 조리

□6) 건설

□8) 재료

□9) 화학‧공업

담당 학과의 □7) 기계
교과군
□10) 섬유‧의류

□11) 전기‧전자

□12) 정보‧통신

□13) 식품 가공

□14) 인쇄‧출판‧공예

□15) 환경‧안전

□16) 농림‧수산 해양

□17) 선박 운항
□2) 전문교과

SQ4

담당 교과

□1) 보통교과

SQ5

교직 경력

□1) 5년 미만

SQ6

응답자 직급 □1) 교장

□2) 5~10년 미만 □3) 10~20년 미만 □4) 20년 이상
□2) 교감

□3) 부장교사

□4)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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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역량(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사회에서 일상적 삶을 살고, 학습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
한 능력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에서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잘 활용하고, 스마트
기기와 SNS 등을 이용하면서 기본적인 윤리와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준수하는 등의
디지털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의미함.

PART A. 디지털 역량 관련 인식

문 1. 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일상적 삶을 살고, 학습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
적으로 필요한 능력’인 디지털 역량(또는 디지털 리터러시) 용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른다

모른다

들어 본
적은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2. 귀하께서는 다음에 제시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항목

들어
전혀
모른 본
모른
다 적은
다
있다

어느
잘
정도
알고
알고
있다
있다

 디지털 콘텐츠 활용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활용

□① □② □③ □④ □⑤

 SNS 등 디지털 기술(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및 협력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콘텐츠 생성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윤리,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래밍 이해(컴퓨팅 사고)

□① □② □③ □④ □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① □② □③ □④ □⑤

 학생들의 취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HW, SW 활용 □① □② □③ □④ □⑤
 ICT 활용 수업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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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 귀하께서는 다음에 제시한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들어
전혀
모른 본
모른
다 적은
다
있다

항목

어느
잘
정도
알고
알고
있다
있다

 디지털 콘텐츠 활용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활용

□① □② □③ □④ □⑤

 SNS 등 디지털 기술(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및 협력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콘텐츠 생성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윤리,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래밍 이해(컴퓨팅 사고)

□① □② □③ □④ □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① □② □③ □④ □⑤

 학생들의 취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HW, SW 활용 □① □② □③ □④ □⑤

문 4. 귀하는 다음과 관련된 연수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항목

없다

있다

 디지털 콘텐츠 활용

□①

□②

 디지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활용

□①

□②

 SNS 등 디지털 기술(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및 협력

□①

□②

 디지털 콘텐츠 생성

□①

□②

 디지털 윤리,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①

□②

 프로그래밍 이해(컴퓨팅 사고)

□①

□②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①

□②

 학생들의 취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HW, SW 활용

□①

□②

 ICT 활용 수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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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B. 디지털 역량 수업 경험

문 5. 귀하는 다음에 제시한 내용을 수업시간에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시간에 가르친 경험이 있는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중복응답 가능)
있다
항목

없다
정규
방과
창체
기타
교과
후

 디지털 콘텐츠 활용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활용

□① □② □③ □④ □⑤

 SNS 등 디지털 기술(미디어)을 활용한 소통 및 협력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콘텐츠 생성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윤리,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래밍 이해(컴퓨팅 사고)

□① □② □③ □④ □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① □② □③ □④ □⑤

 학생들의 취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HW, SW 활용 □① □② □③ □④ □⑤

문 6. 귀하의 ICT 활용 교육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ICT 활용 형태

한 사용하
매일 1주에 1주에
달에
지
활용 3~5회 1~2회
1~2회 않음

수업 전(자료 제작, 검색 등)
□① □② □③ □④ □⑤
수업
수업 중(학생 직접 활용, 자료 제시 등)
□① □② □③ □④ □⑤
관련
수업 후(학생들의 평가, 과제의 피드백 제공 등) □① □② □③ □④ □⑤
학급 학생과의 의사소통(SNS를 통한 학급 소식 공유 등) □① □② □③ □④ □⑤
운영 학부모와의 의사소통(SNS를 통한 학급 소식
□① □② □③ □④ □⑤
관련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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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C.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요구

문 7. 귀하께서는 학생들이 졸업 후 지내야 하는 사회와 직장 생활에서 다음의 내용
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반드시
알 몰라도 보통이 알면
알아야
필요가 괜찮다 다 좋겠다
한다
없다

 디지털 콘텐츠 활용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활용

□① □② □③ □④ □⑤

 SNS 등 디지털 기술(미디어)을 활용한 소통
및 협력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콘텐츠 생성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윤리,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래밍 이해(컴퓨팅 사고)

□① □② □③ □④ □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① □② □③ □④ □⑤

 학생들의 취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HW, SW 활용 □① □② □③ □④ □⑤

문 8. 귀하께서는 위(문7)에 제시한 내용들을 가르칠 때 어떤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십
니까?
방식

찬성

반대

□① 필수
□② 선택

□③

 기존 특정 과목에 일부 내용 추가(단원)하여 교육

□①

□②

 전체 과목의 수업에서 교수학습 시 반영

□①

□②

 방과 후 교육

□①

□②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①

□②

 별도로 과목을 신설하여 교육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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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 귀하께서는 학교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매우
불필
매우
보통 필요
불필
요
필요
요

항목
 교육과정에 반영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역량 관련 교과서 개발

□① □② □③ □④ □⑤

 수업 자료 개발

□① □② □③ □④ □⑤

 교원 연수

□① □② □③ □④ □⑤

 시설(컴퓨터실, 인터넷망 등) 확충

□① □② □③ □④ □⑤

 기자재(컴퓨터, 스마트 기기, SW 등) 확충

□① □② □③ □④ □⑤

 스마트 기기 활용 수업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기타 (

)

문 10. 귀하께서는 다음의 교과별로 ‘디지털 역량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항목

매우
불필요 보통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보통교과

□①

□②

□③

□④

□⑤

 전문교과

□①

□②

□③

□④

□⑤

문 11. 귀하께서 학교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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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학생용)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시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직업계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고견을 청
취하고자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사에서 응답해 주신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 작
성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아니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
보의 수집․이용)에 의해 보호받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해 조사
종료 후 모두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문
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 문의 >
▣ 주관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사기관:

응답자 기본 사항
SQ1 성 별 □1) 남학생

□2) 여학생

SQ2 학 년 □1) 1학년

□2) 2학년

SQ3 학 과 □1) IT 관련

□2) 비IT 관련

□1) 경영‧금융
□4) 미용‧관광‧레저
소속 □7) 기계
SQ4 학과의
교과군 □10) 섬유‧의류
□13) 식품 가공
□16) 농림‧수산 해양

□3) 3학년

□2) 보건‧복지

□3) 디자인‧문화 콘텐츠

□5) 음식 조리

□6) 건설

□8) 재료

□9) 화학‧공업

□11) 전기‧전자

□12) 정보‧통신

□14) 인쇄‧출판‧공예

□15) 환경‧안전

□17) 선박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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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역량(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사회에서 일상적 삶을 살고, 학습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에서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잘 활용하고, 스마트
기기와 SNS 등을 이용하면서 기본적인 윤리와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준수하는 등의
디지털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의미함.

PART A. 디지털 역량 관련 인식

문 1. 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일상적 삶을 살고, 학습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
적으로 필요한 능력’인 디지털 역량(또는 디지털 리터러시) 용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른다

모른다

들어 본
적은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2. 귀하께서는 다음에 제시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항목

어느
들어 본
전혀
정도
모른다 적은
모른다
알고
있다
있다

잘
알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활용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활용

□① □② □③ □④ □⑤

 SNS 등 디지털 기술(미디어)을 활용한 소통 및 협력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콘텐츠 생성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윤리,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래밍 이해(컴퓨팅 사고)

□① □② □③ □④ □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① □② □③ □④ □⑤

 취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HW, SW 활용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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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 귀하께서는 졸업 후 사회와 직장 생활에서 다음의 내용들을 아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반드시
알 몰라도 보통이 알면
알아야
필요가 괜찮다 다 좋겠다
한다
없다

 디지털 콘텐츠 활용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활용

□① □② □③ □④ □⑤

 SNS 등 디지털 기술(미디어)을 활용한 소통 및 협력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콘텐츠 생성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윤리,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래밍 이해(컴퓨팅 사고)

□① □② □③ □④ □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① □② □③ □④ □⑤

 취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HW, SW 활용

□① □② □③ □④ □⑤

문 4. 귀하께서는 위(문3)에 제시한 내용들을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배우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식

찬성

반대

□① 필수
□② 선택

□③

 기존 특정 과목에 일부 내용 추가(단원)하여 교육

□①

□②

 전체 과목의 수업에서 교수･학습 시 반영

□①

□②

 방과 후 교육

□①

□②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①

□②

 별도로 과목을 신설하여 교육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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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해 학교 교육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불필
매우
보통 필요
불필
요
필요
요

 교원(강사)의 전문성 신장

□① □② □③ □④ □⑤

 시설(컴퓨터실, 인터넷망 등) 확충

□① □② □③ □④ □⑤

 기자재(컴퓨터, 스마트 기기, SW 등) 확충

□① □② □③ □④ □⑤

 스마트 기기 활용 수업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기타 (

)

문 6. 귀하께서는 다음의 교과별로 ‘디지털 역량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항목

매우
불필요 보통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보통교과

□①

□②

□③

□④

□⑤

 전문교과

□①

□②

□③

□④

□⑤

문 7.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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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기업용)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시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
하고자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사에서 응답해 주신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해 보호받으며, 동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의해 조사 종료 후
모두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
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 문의 >
▣ 주관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사기관:

응답자 기본 사항
SQ1

기업 분류

□1) IT 관련

□2) 비IT 관련

SQ2

지역

□1) 광역시

□2) 중소도시

SQ6

근무 경력

□1) 5년 미만

□2) 5~10년 미만

□3) 10~20년 미만

□4) 20년 이상

SQ7

응답자 직급

□1) 차장

□2) 부장

□4) 대리

□5) 기타

□3) 농어촌

□3) 과장

“디지털 역량(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사회에서 일상적 삶을 살고, 학습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에서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잘 활용하고, 스마트
기기와 SNS 등을 이용하면서 기본적인 윤리와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준수하는 등의
디지털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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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A. 디지털 역량 관련 인식

문 1. 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일상적 삶을 살고, 학습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
적으로 필요한 능력’인 디지털 역량(또는 디지털 리터러시) 용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른다

모른다

들어 본
적은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2. 귀하께서는 다음에 제시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항목

전혀
별로
필요하지 필요하지 보통이다
않다
않다

비교적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디지털 콘텐츠 활용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활용

□①

□②

□③

□④

□⑤

 SNS 등 디지털 기술(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및 협력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콘텐츠 생성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윤리,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래밍 이해(컴퓨팅 사고)

□①

□②

□③

□④

□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①

□②

□③

□④

□⑤

 소속 기업에서 필요한 HW, SW 활용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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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 귀하께서는 귀 기업에 취업할 직업계고 학생들이 다음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반드시
알 몰라도 보통이 알면
알아야
좋겠다
필요가 괜찮다 다
한다
없다

 디지털 콘텐츠 활용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활용

①

②

③

④

⑤

 SNS 등 디지털 기술(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및
협력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콘텐츠 생성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윤리,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래밍 이해(컴퓨팅 사고)

①

②

③

④

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①

②

③

④

⑤

 소속 기업에서 필요한 HW, SW 활용

①

②

③

④

⑤

문 4. 직업계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체 입장에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디지털 역량
교육과 관련하여 제안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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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예시자료

1. 디지털 역량 구성 요소(안)을 참고한 성취기준(안)30)
교육과정 및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성취기준(안)은 내용 요소별로
직업계고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영역

세부 역량

내용 요소

성취기준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기기를 작동하고 업데
이트하여 최상위의 기기로 유지하여 사용한다.
디지털 기기
다루기

디지털 기기의
운영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발생된 디지털 기기의
문제를 단순 문제에서부터 복잡한 문제까지
해결한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발생된 디지털 기기의 단
순 문제에서부터 복잡한 문제까지 해결한다.

디지털
기기
리터러시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기의 변화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통합한
다.

디지털 기기
인식

디지털 기기
인식과 선택

디지털 콘텐츠
활용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콘텐츠를 검색, 열람,
선택, 평가하여 목적에 맞게 필요한 형태로 재
디지털
구성한다.
콘텐츠의
재구성과 활용 ∙일상생활이나 일에서 목적에 맞게 디지털 콘
텐츠를 활용한다.

디지털 콘텐츠
생성

∙기존 지식체계의 정보와 콘텐츠를 멀티미디어
수준의 다양한 형식으로 수정, 개선, 작성 및
편집하여 관련성 높은 새롭고 독창적인 디지
디지털 콘텐츠
털 콘텐츠로 창출한다.
창출
∙일상생활이나 일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하고 편집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

∙일상생활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적
절한 기술을 갖는 적합한 디지털 기기를 선택
하여 사용한다.

30) 예시 자료는 서인순 교사, 조현정 교사가 동 연구의 디지털역량 개념 및 구성요소(안)을 참
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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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 역량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의사소통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공유 및
협업

내용 요소

성취기준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
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고 경험한다.
디지털 기술과
상호 작용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디지털 통신 수단 및
도구를 이용하여 올바르게 의사소통을 실행한다.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이용한 공유 및 협업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참여한다.

디지털 기술과
공유 및 협업 ∙적절한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이용하여 자원
및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 및 협업하여
공동으로 구축한다.

∙디지털 기술 발달이 가져온 디지털 사회의 변
화를 이해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측
면의 영향을 분석한다.
디지털 전환의
영향 이해

디지털 영향과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조사하
역량 개선
여 발표한다.

∙자신의 디지털 역량 격차를 식별하여 역량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한다.

디지털 시민권
참여

디지털
시민의식과
참여

∙디지털 시민권에 대해 이해하고, 디지털 사회
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 권리에
대한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을 실천한다.
∙공공 및 민간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사회 복
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적절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참여적 시민권을
위한 기회를 모색한다.

디지털
시민의식

디지털 예절
준수

디지털 문화,
디지털
인격 및 예절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에서 생성되는 디지
털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디지털 세계 속에서
의 인격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디지털 시민으로서 디지털 세계의 행동 규범
을 알고 실천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통해 프라이버시의
정의와 범주를 이해한다.

개인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
보호 방법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를 통해 개
인 정보의 의미와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프라이버시 및 개인 정보와 관련된 법과 제도,
기술 등 보호 방법에 대해 알고 실천한다.

저작권 및
라이선스 이해

저작권
라이선스

∙라이선스 부여 방법과 정보 보호 제도의 하나
인 저작권에 대해 알고, 창의적인 저작물을 존
중하는 정보 보호와 정보 공유의 관점에 대해
이해한다.
∙정보 보호 제도 및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정
보를 보호, 공유, 이용하는 방법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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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 역량

내용 요소

성취기준

신규 디지털
범죄 인식

사이버 범죄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
제를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
지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디지털
문제 해결

문제 분석
자료 수집

∙실생활 문제 상황에서 문제의 현재, 목표 상태
를 이해하고,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
해야 할 작업을 분석한다.
∙디지털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요소를 추출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 가능한 작은 단
위의 문제로 분해하고 모델링한다.

디지털
문제 해결
컴퓨팅
사고

추상화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논리적인 문제 해결 절차인 알고리즘의 의미
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생활 문제의 해결 과
정을 알고리즘으로 구상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탐색
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제어 구조를 활용하여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발 환경 및 특성을 이해
한다.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협력
하여 설계, 개발한다.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의 역할과 가치를 알고 기본적인 사용
법을 이해한다.

직업적
디지털 역량
요구 인식
디지털
직업
리터
러시

직업적
디지털 역량
함양
4차 산업혁명의
직업적 영향
이해

직업과
디지털 기술,
직업과
디지털 역량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의 업데이트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할 줄 알고 습득하여 활용한다.
∙개인의 삶과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용, 변화하
는 디지털 도구 및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이
러한 신기술의 발달이 개인의 삶과 직업 사회
에 미칠 영향과 가치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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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역량 교육 방법 예시

가. 별도의 교과목에서 교육하는 경우(독립교과 신설. 각론 예시
자료)31)

교과명(안): 디지털 시민 역량(digital citizenship competence)
1. 교과 성격 및 목표
- 교과 성격
‘디지털 시민 역량’은 교과군과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는 전문 공통 과목으로, 지
능 정보 사회의 시민 및 노동 시장에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의사소통과 협업, 디지
털 활용 역량, 디지털 생산, 디지털 문제 해결 등을 학습하는 기초적인 성격의 과목
이다. 따라서 ‘디지털 시민 역량’은 특성화 고등학교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전문교과를 주로 교육하는 고등학교의 어느 학과에서나 편성할 수 있다.
- 목표
디지털 사회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직업적 요
구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지식, 기능, 태도를 기른다.
2. 내용
내용 영역

1. 디지털 시민성
(digital citizenship)

내용 영역 요소
1.1
1.2
1.3
1.4
1.5
1.6
1.7

신기술과 지능 정보 사회
디지털 기술과 직업의 변화
디지털 사회 시민과 권리
디지털 인격과 예절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
저작권과 라이선스
디지털 범죄와 예방

31) 예시 자료는 박기철 장학사가 동 연구의 디지털역량 개념 및 구성요소(안)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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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영역

내용 영역 요소

2.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digital interaction and
collaborating)

2.1 디지털 의사소통
2.2 디지털 협력
2.3 자료의 저장과 공유

3. 디지털 활용 역량
(digital literacy)

3.1 디지털 기기의 선택과 활용
3.2 디지털 콘텐츠의 선택과 활용

4. 디지털 생산
(digital producing)

4.1 디지털 정보의 라이프 사이클(검색,
열람, 선택, 평가, 적용 등)
4.2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문서,
사진, 그림, 음향, 영상 등)
4.3 직업과 디지털 역량

5. 디지털 문제 해결
(digital computational thinking)

5.1 디지털 문제 해결
5.2 컴퓨팅 사고와 프로그래밍(데이터
수집,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설계, 프로그래밍)

3. 영역별 성취기준
내용 영역

내용 성취수준

1. 디지털 시민성
(digital citizenship)

신기술이 직업 영역과 사회 전반에 적용되
는 지능 정보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
무를 이해하고 추구하는 방법과 다양한 사
례를 통해 디지털 시민성을 기른다.

2.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digital interaction and
collaborating)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업의 필요성을 알고
교실과 학교에서의 자료 저장과 공유 활동
을 통해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의 가치
와 유용성 역량을 기른다.

3. 디지털 활용 역량
(digital literacy)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폭발적으로 증가하
는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 목적과 시기에
맞게 선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4. 디지털 생산
(digital producing)

디지털 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평가하는 역량을 기
르고,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 방법을 익혀
생산자로서의 역량을 기른다. 이 외에 직
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활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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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영역

내용 성취수준
생산 분야에서의 필요 역량을 이해하고 실
무 역량을 향상한다.

5. 디지털 문제 해결
(digital computational thinking)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
고 정의하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
하여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고, 컴퓨팅 사고
를 통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무에 활용하는 역량을 기른다.

4. 교수·학습
가. 지능 정보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사회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직업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기초능
력,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의사소통과 협력, 디지털 활용 역량과 디지털 생
산, 디지털 문제 해결 역량 등을 학습하는 기초 과목이지만, 다양한 전공 학
생들의 성취수준, 취업 희망 분야 및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개념
과 원리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디지털 시민성’ 영역에서는 신기술이 직업 영역과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지
능 정보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추구하는 방법과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실생활을 통해 권
리와 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영역에서는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업의 필요성을
알고 교실과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SNS 및 다양한 의사소통과 협업의
방법을 찾고, 실제로 다양한 디지털 자료의 저장과 공유 활동을 통해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의 가치와 유용성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 ‘디지털 활용 역량’ 영역에서는 빠르게 등장하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폭발
적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종류와 특징을 친구들과 함께 찾고 정리하
며, 기기와 콘텐츠를 사용 목적과 시기에 맞게 선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마. ‘디지털 생산’ 영역에서는 디지털 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양한 사례를 통
하여 이해하고,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분야를 이해하고 실생활 및 취업 분
야에서 활용하는 사례를 통하여 평가하는 역량을 기르며, 더 나아가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한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생산 방법을 익
혀 생산자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 직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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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활용(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등) 및 생산 분야에서의 필요 역량을 이
해하고 실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바. ‘ 디지털 문제 해결’ 영역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
식하고 정의하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해결하는 사례를 친구들
과 협력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컴퓨팅 사고를 통해 알고리즘을 설계하
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EPL이나 실무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
여 실무에 활용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사. 이 과목에서는 우리나라 및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지능 정보 사회 및 직
업 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 과목과 관련된 일반 과목,
전공 기초 과목, 전공 실무 과목과의 통합 수업을 통하여 ‘실생활과 연계된
수업’이 되도록 지도한다.
아. 학생들이 취업 후 직장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인 현안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자. 디지털 시민으로서 필요한 개념과 충분한 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주당 3~4
단위를 확보하여 지도한다.
5. 평가의 주안점
1) 평가는 단순하고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원리의 이해, 응용, 종합적인 사고와 실
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2) 개념의 이해와 관련 지식의 단순한 습득 정도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문
제 해결 능력을 친구들과의 상호 의사소통 및 협업의 과정을 통해 체득하였는
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
3) 수행평가는 사전에 평가 방법을 안내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친구들과
의 협업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되, 일부 특정 내용이나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
록 한다.
4) 관찰, 견학, 조사, 토론 학습에 대한 평가는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작
성한 보고서와 태도, 발표력 등을 평가하되, 학생의 자기평가 및 친구의 동료
평가 등을 병행하도록 한다.
5) 주제 및 과제에 대한 핵심 내용 파악 및 실무 경험을 통해 주어진 문제에 능
동적으로 대응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
6) 미래 직업인 및 디지털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시민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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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교과목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
1) 전문 공통 과목 ‘성공적인 직업생활’(각론 예시 자료)32)
교과명: 성공적인 직업생활
1. 교과 성격 및 목표
가. 성격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교과군과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는 전문 공통 과목으
로, 지식 정보화 시대의 디지털 시민으로서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노동 시장
에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직업기초능력, 취업과 창업, 산업 안전, 근로관계,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 리터
러시,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디지털 시민의식, 직업윤리 등을 학습하는 기
초적인 성격의 과목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특성화 고등학교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전문교과를 주로 교육하는 고등학교의 어느
학과에서나 편성할 수 있다.
나. 목표
미래의 직업생활에서 요구하는 기초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직업
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와 디지털 역량을 갖추어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2. 내용
내용 영역

내용 영역 요소

1. 일과 직업생활

∙ 일과 직업의 가치
∙ 직업생활의 의미
∙ 생애 발달과 직업적 성공

2. 직업 능력 개발과 평생 학습

∙ 직업기초능력의 종류와 향상
∙ 전공별 직무 수행 능력 탐색
∙ 경력 개발과 평생 학습의 의미

3. 취업과 창업

∙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취업
∙ 취업 계획 수립과 구직 활동
∙ 창업과 기업가 정신

32) 예시 자료는 서인순 교사가 동 연구의 디지털역량 개념 및 구성요소(안)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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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영역

내용 영역 요소

4. 근로관계와 산업 안전

∙
∙
∙
∙

근로관계와 법
고용 서비스와 사회 제도
산업 안전과 재해 예방
협력적인 노사 관계

5.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 리터러시

∙
∙
∙
∙
∙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직업과

6.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 디지털 기술과 상호 작용
∙ 디지털 기술과 공유 및 협업

7. 디지털 시민의식

∙
∙
∙
∙
∙
∙

8. 직업윤리와 직업 사회

∙ 사회 문제와 직업 사회
∙ 미래의 직업 사회

기기의 운영
기기 인식과 선택
콘텐츠의 재구성과 활용
콘텐츠 창출
디지털 역량 분석

디지털 영향과 역량 개선
디지털 시민의식과 참여
디지털 문화, 디지털 인격 및 예절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 보호 방법
저작권 라이선스
사이버 범죄

3. 영역별 성취기준
1) 일과 직업생활
가) 일과 직업의 가치
∙ 일과 직업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일과 직업이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나) 직업생활의 의미
∙ 직업생활이 내용, 성격, 장소,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
음을 설명할 수 있다.
∙ 다양한 직업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개인적･사회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다) 생애 발달과 직업적 성공
∙ 생애 발달의 일반적인 과정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생애 발달의 과정 속에서 직업적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2) 직업 능력 개발과 평생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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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업기초능력의 종류와 향상
∙ 직업기초능력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직업기초능력의 종류를 파악하고 성공적인 직업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미래의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효과적인 직업기초능력 향상 방법을 탐색
할 수 있다.
나) 전공별 직무 수행 능력 탐색
∙ 직무 수행 능력의 개념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전공별로 요구되는 직무 수행 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을 탐색할 수 있다.
다) 경력 개발과 평생 학습의 의미
∙ 직업 세계의 변화에 따른 경력 개발의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전공별 경력 개발 경로를 탐색하고, 평생 학습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취업과 창업
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취업
∙ 합리적인 의사 결정 방법을 통해 자신의 경력 개발 경로를 수립할 수 있다.
∙ 자신의 경력 개발 경로에서 취업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나) 취업 계획 수립과 구직 활동
∙ 취업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효과적인 구직 활동을 위한 방법을
탐색하고 실천할 수 있다.
다) 창업과 기업가 정신
∙ 창업의 의미와 과정을 설명하고 창업의 조건과 다양한 사례를 탐색할 수 있다.
∙ 기업가 정신의 개념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4) 근로관계와 산업 안전
가) 근로관계와 법
∙ 근로관계법의 종류와 기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계약 체결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근로 계약 관계에서 권익의 침해와 차별에 대한 시정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나) 고용 서비스와 사회 제도
∙ 고용 서비스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고용 보험 제도의 종류별 특징을 이해하고, 신청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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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 안전과 재해 예방
∙ 안전사고의 형태와 원인을 알고 안전 수칙 및 사고 형태별 안전 대책을 설명
할 수 있다.
∙ 산업 재해의 개념을 알고 예방 원칙과 대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산업 재해의 종류를 알고 산업 재해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라) 협력적인 노사 관계
∙ 노사 관계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설명할 수 있다.
∙ 상생의 노사 문화 형성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5)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 리터러시
가) 디지털 기기의 운영
∙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기기의 사용법을 익혀 작동하고 업데이트하여 최상위
의 기기로 유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발생된 디지털 기기의 문제를 단순 문제에서부터 복잡
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 하드웨어 측면에서 발생된 디지털 기기의 단순 문제에서부터 복잡한 문제까
지 해결할 수 있다.
나) 디지털 기기 인식과 선택
∙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기의 변화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주어진 환
경에 통합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기술을 갖는 적합한 디지털
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변화하는 디지털 도구 및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신기술의 발달이 개인의 삶
과 직업 사회에 미칠 영향과 가치를 분석한다.
다) 디지털 콘텐츠의 재구성과 활용
∙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콘텐츠를 검색, 열람, 선택, 평가하여 목적에 맞게 필
요한 형태로 디지털 콘텐츠를 재구성할 수 있다.
∙ 일상생활이나 일에서 목적에 맞게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라) 디지털 콘텐츠 창출
∙ 기존 지식체계의 정보와 콘텐츠를 멀티미디어 수준의 다양한 형식으로 수정,
개선, 작성 및 편집하여 관련성 높은 새롭고 독창적인 디지털 콘텐츠로 창출
할 수 있다.
∙ 일상생활이나 일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하고 편집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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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가) 디지털 기술의 상호 작용
∙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고 경
험한다.
∙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디지털 통신 수단 및 도구를 이용하여 올바르게 의사
소통을 실행할 수 있다.
나) 디지털 기술과 공유 및 협업
∙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이용한 공유 및 협업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다.
∙ 적절한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이용하여 자원 및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
및 협업하여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7) 디지털 시민의식
가) 디지털 역량 개선
∙ 디지털 기술 발달이 가져온 디지털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측면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 자신의 디지털 역량 격차를 식별하고 역량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다.
나) 디지털 시민의식과 참여
∙ 디지털 시민권에 대해 이해하고 디지털 사회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 권리에 대한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을 실천할 수 있다.
∙ 공공 및 민간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사회 복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적절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참여적 시민권을 위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다) 디지털 문화, 디지털 인력 및 예절
∙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디지
털 세계 속에서의 인격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 디지털 시민으로서 디지털 세계의 행동 규범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라)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 보호 방법
∙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통해 프라이버시의 정의와 범주를 설명할 수 있다.
∙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를 통해 개인 정보의 의미와 보호의 필요성
을 설명할 수 있다.
∙ 프라이버시 및 개인 정보와 관련된 법과 제도, 기술 등 보호 방법에 대해 알
고 실천할 수 있다.
마) 저작권 라이선스
∙ 라이선스 부여 방법과 정보 보호 제도의 하나인 저작권에 대해 알고,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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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저작물을 존중하는 정보 보호와 정보 공유의 관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정보 보호 제도 및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정보를 보호, 공유, 이용하는 방법
을 실천할 수 있다.
바) 사이버 범죄
∙ 정보 보호 제도 및 방법에 따라 정보를 보호, 공유, 이용하는 방법을 올바르
게 실천할 수 있다.
8) 직업윤리와 직업 사회
가) 사회 문제와 직업윤리
∙ 급격한 사회 변동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따른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설명
할 수 있다.
∙ 직업생활과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례를 통해 윤리적 의
사 결정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직업생활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 윤리적 방안과 사
회 윤리적 방안을 탐구할 수 있다.
나) 미래의 직업 사회
∙ 최근의 직업 사회 변화 동향을 탐색할 수 있다.
∙ 미래 사회 변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직업생활을 전망할 수
있다.
4. 교수·학습
가.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지식 정보
사회에서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직업기초능력, 산업 안전, 근로관계,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의
사소통 및 협력, 디지털 시민의식, 직업윤리 등을 학습하는 기초 과목이지만,
다양한 전공 학생들의 성취수준, 취업 희망 분야 및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일과 직업생활’ 영역에서는 학생이 희망하는 일과 직업생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현장과 연계된 소재를 활용한다. 학생이 생각하는 직
업적 성공을 이룬 사람과의 인터뷰,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일과
직업적 성공이 무엇인지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직업 능력 개발과 평생 학습’ 영역에서는 학생이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현장과 연계된 소재를 활용하여 직업기초능력별 적용 및 향상
방법을 실습하도록 한다. 전공과 적합한 경력 개발 계획 설계를 통해 기업에
서 요구하는 기본 소양을 갖추고 평생 학습의 의미와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
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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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취업과 창업’ 영역에서는 학생이 희망하는 기업의 구직 정보 등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관련 직업 자격 탐색 등
을 실습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창업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창업의 의미,
기업가 정신의 개념과 의미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마. ‘근로관계와 산업 안전’ 영역에서는 직업 현장에서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사
례에 기초하여 근로관계법, 고용 서비스와 고용 보험 제도, 차별 시정 제도,
상생의 노사 문화 형성의 중요성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산업별 안전사고의 특성과 예방 대책,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다양한 직업
현장의 사례를 통한 체득 중심의 활동에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바.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 리터러시’ 영역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작동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최상위 기기로 유지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기의 변화를 인
식하여 신기술이 개인의 삶과 직업 사회에 미칠 영향과 가치를 분석하여 직
업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준비하도록 한다. 디지털 콘텐츠를 검색, 열람, 선택,
평가 등을 통해 재구성하여 활용하고 독창적으로 창출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의 리터러시를 기르도록 실습
중심으로 지도한다.
사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영역에서는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
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상호 작용을 실습을 통해 경험하게 하고, 올바
르게 의사소통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와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아. ‘디지털 시민의식’ 영역에서는 디지털 사회의 사회적 측면의 영향 분석을 통
해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알고 자신의 디지털 역량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사회 복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예절의 준수, 개인 정보 및 프라
이버시 보호 방법, 저작권 및 라이선스에 대해 올바르게 실천하고, 디지털 시
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시민성을 위한 자세를 기르도록 지도한다.
자. ‘직업윤리와 직업 사회’ 영역에서는 다양한 직업생활에서 당면하게 되는 다양
한 윤리적 문제 상황을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 및 사회 윤리적
방안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차. 이 과목에서는 직업 현장의 소재와 핵심 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 과목과 관련된 일반 과목, 전공 기초 과목, 전공 실무 과목과의 통합 수업
을 통하여 ‘몸으로 익히고 마음으로 느끼는 수업’이 되도록 지도한다.
카. 학생들이 취업 후 직장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인 현안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236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직업계고 디지털 역량 교육 연구

5. 평가
가. 평가의 주안점
1) 평가는 단순하고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원리의 이해, 응용, 종합적인 사고와 실
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2) 개념의 이해와 관련 지식의 단순한 습득 정도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문
제 해결 능력과 관계 지식을 체득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
3) 수행평가는 사전에 평가 방법을 안내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여 수행하도
록 하되, 일부 특정 내용이나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4) 관찰, 견학, 조사, 토론 학습에 대한 평가는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작
성한 보고서와 태도, 발표력 등을 평가하되, 학생의 자기평가를 병행하도록 한다.
5) 주제에 대한 핵심 내용 파악 및 요점 정리 능력을 통하여 주어진 과제에 능동
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평가한다.
6) 지식 정보화 사회의 직업인으로서의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7) 미래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여 자아실현은 물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평가한다.
나. 영역별 성취수준
내용 영역

성취수준
S등급

A등급

P등급

직업생활의 다양한 모습
을 활용하여 일과 직업이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가
치가 있는지 설명하고,
직업적 성공을 위해 무엇
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다.

직업생활의 다양한 모습
을 활용하여 일과 직업의
의미, 그리고 생애 발달
의 과정에서 직업적 성공
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
다.

직업생활의 다양한 모습
을 활용하여 일과 직업의
의미, 그리고 생애 발달
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
다.

직업 능력 직업기초능력과 전공별
개발과
직무 수행 능력 향상 방
평생 학습 법을 탐색하여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경력 개발 경로
를 설정하여 자신에게 적
합한 경력 개발 계획 수
립을 통해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직업기초능력의
종류와 특징, 전공별로
요구되는 직무 수행 능력
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
고, 그들의 향상 방법을
탐색하여 자신에게 적합
한 경력 개발 계획을 수
립할 수 있다.

직업기초능력, 직무 수행
능력 및 경력 개발의 중
요성을 설명하고, 전공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실
천 계획과 경력 개발 계
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일과
직업생활

취업과
창업

합리적인 의사 결정 방법 합리적인 의사 결정 방법 자신의 경력 개발 경로에
을 통해 자신의 경력 개 을 통해 자신의 경력 개 서 취업과 창업이 갖는
발 경로를 수립하고, 효 발 경로를 수립하고, 취 의미를 확인하고, 취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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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영역

성취수준
S등급

A등급

P등급

과적인 구직과 창업 활동 업과 창업 계획을 수립하 창업 계획을 수립하는 절
을 위한 방법을 실천할 는 절차와 방법을 설명할 차와 방법을 설명할 수
수 있다.
수 있다.
있다.
근로관계와 근로관계 법, 고용 서비스
산업 안전 와 고용 보험 제도를 구
체적으로 설명하고, 산업
안전, 재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사례와 연계하여
설명하며, 상생의 노사 문
화 형성의 중요성을 구체
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근로관계 법, 고용 서비
스와 고용 보험 제도의
의미 및 중요성을 이해하
고, 산업 안전, 재해 예방
을 위한 방법을 예를 들
어 설명하며, 노사 관계
의 의미와 중요성을 구체
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근로관계 법, 고용 서비
스와 고용 보험 제도의
의미 및 중요성을 이해하
고, 산업 안전, 재해 예방
을 위한 방법, 노사 관계
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
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
리터러시

디지털 기기를 작동하고
복잡한 문제까지 해결하
여 원활하게 운영하고, 작
업 상황에 따른 디지털
기기를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정보와
콘텐츠를 디지털 목적에
맞게 필요한 형태로 디지
털 콘텐츠로 재구성하고
독창적으로 디지털 콘텐
츠를 창출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를 작동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운영하
고, 작업 상황에 따른 디
지털 기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정보와
콘텐츠를 디지털 콘텐츠
로 재구성하고 독창적으
로 디지털 콘텐츠를 창출
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를 작동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
상황에 따른 디지털 기기
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
존의 정보와 콘텐츠를 재
구성하여 디지털 콘텐츠
를 창출할 수 있다.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상호 작용을 구체적인 사
례를 들어 설명하고, 자
원 및 지식을 다른 사람
들과 공유하는 방법을 구
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설
명할 수 있으며,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정확하게
구축할 수 있다.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상호 작용을 설명하고,
자원 및 지식을 다른 사
람들과 공유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으며, 협업
을 통해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고,
자원 및 지식을 다른 사
람들과 공유하는 방법을
나열할 수 있으며, 협업
을 통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
다.

디지털
시민의식

디지털 사회의 변화를 이
해하고 사회적 측면의 영
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디지털 사회
에 필요한 역량을 조사하
고, 디지털 시민으로 디
지털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디지털 세계의

디지털 사회의 변화를 이
해하고 사회적 측면의 영
향을 분석할 수 있으며,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역
량을 조사하고, 디지털
시민으로 디지털 서비스
에 참여하는 방법을 설명
할 수 있으며, 디지털 세

디지털 사회의 변화를 이
해하고 사회적 측면의 영
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역
량을 조사하고, 디지털
시민으로 디지털 서비스
나열할 수 있으며, 디지
털 세계의 행동 규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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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영역

성취수준
S등급

A등급

P등급

행동 규범, 프라이버시
및 개인 정보와 관련된
법과 제도, 기술 등의 보
호 방법, 저작권 라이선
스의 이용 방법, 사이버
범죄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계의 행동 규범, 프라이
버시 및 개인 정보와 관
련된 법과 제도, 기술 등
의 보호 방법, 저작권 라
이선스의 이용 방법, 사
이버 범죄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이버시 및 개인 정보와
관련된 법과 제도, 기술
등의 보호 방법, 저작권
라이선스의 이용 방법,
사이버 범죄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직업윤리와 직업생활에서 발생할 수
직업 사회 있는 윤리적 문제와 쟁점
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
어 제시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합리
적으로 설명하며, 미래
직업생활의 변화를 일상
생활과 관련지어 구체적
으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직업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쟁점
들을 제시하고, 이를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설
명하며, 미래 직업생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
한 조건으로서 직업윤리
와 윤리적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미래
직업생활의 변화를 설명
할 수 있다.

* S(superior) 등급: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실행하거나 새로운 예를 만들어 설명할
수 있는 수준
A(advanced) 등급: 타인에게 설명하면서 실행하거나 예를 들어 비교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수준
P(pass) 등급: 필요지식을 모두 이해하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수준

2) 전문교과(전자 부품 생산, 각론 예시 자료)33)
교과명: 전자 부품 생산
1. 교과 성격 및 목표
가. 성격
‘전자 부품 생산’ 과목은 전기･전자 교과군의 기준 학과인 전자과 학생들이 판
매를 목적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전자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 원
자재, 설비, 방법 등을 활용하여 생산 관리, 자재 관리, 공정 관리 등의 프로세
스를 통해 제품을 산출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실무

33) 예시 자료는 우상호 교사가 동 연구의 디지털역량 개념 및 구성요소(안)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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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이다.
이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전자 부품 생산 기술 지원, 전자 부품 생산
관리, 전자 부품 구매 관리, 전자 부품 자재 관리, 전자 부품 공정 관리, 전자
부품 생산 인력 관리, 전자 부품 생산 활동, 전자 부품 품질 관리, 전자 부품
출하 관리, 전자 부품 설비 계획, 전자 부품 설비 보전 등이며,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직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직무 중심의 내용은 디지털 사회
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직업적 요구를 수용
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지식, 기능, 태도를 기를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통
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목표
‘전자 제품 생산’ 과목을 학습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전자 부
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사람, 원자재, 설비, 방법 등을 활용하여 생산 관리,
자재 관리, 공정 관리 등의 프로세스를 통해 제품을 산출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디지털 역량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2. 내용
내용 영역

내용 영역 요소

전자 부품 생산 기술 지원
(1902020201_16v3)

∙ 생산 기술 검토하기
∙ 생산 장비 관리하기
∙ 작업 지시서 관리하기

전자 부품 생산 관리
(1902020202_16v4)

∙
∙
∙
∙

생산
생산
생산
전자

정보
계획
실적
부품

전자 부품 구매 관리
(1902020203_16v3)

∙
∙
∙
∙

협력
협력
구매
자재

업체 선정하기
업체 관리하기
단가 결정하기
구매하기

전자 부품 자재 관리
(1902020204_16v3)

∙ 자재 입고 관리하기
∙ 자재 출고 관리하기
∙ 자재 보관 관리하기

전자 부품 공정 관리
(1902020205_16v3)

∙ 공정 설계하기
∙ 공정 성능 관리하기
∙ 공정 성능 개선하기

관리하기
수립하기
관리하기
생산 수율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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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영역

내용 영역 요소

전자 부품 생산 인력 관리
(1902020207_16v3)

∙ 인력 계획 수립하기
∙ 직무 교육하기
∙ 산업 안전 교육하기

전자 부품 생산 활동
(1902020208_16v3)

∙ 생산 준비하기
∙ 전자 부품 생산하기
∙ 생산 진도 관리하기

전자 부품 품질 관리
(1902020209_16v3)

∙ 품질 개선 계획 수립하기
∙ 부품 검사하기
∙ 부적합품 관리하기

전자 부품 출하 관리
(1902020210_16v3)

∙ 출하 준비하기
∙ 포장하기
∙ 창고 관리하기

전자 부품 설비 계획
(1902020211_16v3)

∙ 설비 관리 계획 수립하기
∙ 설비 배치하기

전자 부품 설비 보전
(1902020212_16v3)

∙ 설비 유지 보수하기
∙ 설비 성능 관리하기

3. 영역별 성취기준
1) 전자 부품 생산 기술 지원
가) 생산 기술 검토하기
∙ 개발 부서로부터 생산하게 될 전자 부품의 기술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할 수
있다.
∙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설비와 생산하고자 하는 전자
부품의 특성을 분석하여 생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 수립된 방안을 토대로 시생산 라인을 구성하고, 작업 순서와 작업 시간을 설
정한 후 양산 라인과 동일한 작업 공정으로 시생산을 진행할 수 있다.
∙ 시생산 진행을 통하여 설비, 공정, 작업상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 설비, 치공구, 재료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유
관 부서에 배포할 수 있다.
나) 생산 장비 관리하기
∙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산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품명, 용도,
가격, 사용 장소, 제작 일자, 구입 일자 등이 수록된 생산 장비 대장을 작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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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부품 생산 공정별 계측 장비, 지그, 치공구를 파악하고, 생산, 검사, 수
리에 필요한 보조 장비를 설계, 제작, 개선할 수 있다.
∙ 생산하는 전자 부품의 성능, 기능, 품질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장
비에 대한 주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할 수 있다.
∙ 생산 장비의 주기적인 검･교정 실시 결과는 사내 웹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하
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협업을 통해 직업적 디지털 역량 함양의 필요
성을 인식할 수 있다.
다) 작업 지시서 관리하기
∙ 표준화된 작업 관리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자 부품 생산의
단위 공정별 작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작업 내용에 따라 사진, 그림, 도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작업 지시서를 작성
할 수 있다.
∙ 작업 지시서에 따라 실제 생산에 적용해 보고, 작업 지시서 내용의 오류를 파
악하여 수정할 수 있다.
∙ 수정된 작업 지시서를 생산 현장에 배포하여 적용하고, 작업 지시서에 맞도
록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생산 현장에서 작업과 관련된 개선 및 제안 사항을 수집하고, 작업 지시서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 작업 지시서의 작성과 탑재 및 공유를 컴퓨터와 웹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함
으로써 디지털 직업 리터러시 역량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2) 전자 부품 생산 관리
가) 생산 정보 관리하기
∙ 전자 부품의 생산, 재고, 자재 현황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회사 규모
에 맞는 생산 관리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도입할 수 있다.
∙ 생산 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관련 디지털 기기의 선택과 작동에 대해 알
수 있다.
∙ 생산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 부품의 완제품, 가용 자재, 불용 자재 등에
대한 정보를 유관 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 생산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정보를 수정, 개선, 작성 및 편집하고 이
를 공유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통한 업무 관련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수립된 생산 계획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유관 부서 간에 능동적으로 대
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다.
∙ 수립된 생산 계획은 생산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발생하는 생산 문제를 파악
하고 데이터 수집 및 문제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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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 계획 수립하기
∙ 유관 부서로부터 입수한 판매 계획을 바탕으로 재고 수량을 반영하여 생산하
고자 하는 전자 부품의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다.
∙ 결정된 전자 부품 생산량을 토대로 생산 라인, 작업자, 원자재 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생산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수립된 생산 계획서를 기반으로 영업, 관리, 구매, 개발 등 유관 부서와 생산
일정을 협의하여 최종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 생산 실적 관리하기
∙ 도입된 생산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 부품 생산 라인별 월간, 주간, 일간
생산 실적 자료를 확인하고, 생산 계획서와 비교하여 생산 진도를 파악할 수
있다.
∙ 생산 실적이 목표에 미달되었을 경우 영업, 관리, 구매, 품질, 개발 등의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통해 대책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 대책 방안을 토대로 각 부서별로 생산 실적이 달성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생산 계획에 변동이 생길 경우, 수정된 생산 계획서를 작성하여 재배포할 수
있다.
∙ 생산 실적의 관리를 생산 관리 프로그램(디지털 콘텐츠)을 통해 실시하고 결
과를 공유하여 실적 관리에 대한 직무자 간의 의사소통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에 대해 알 수 있다.
라) 전자 부품 생산 수율 관리하기
∙ 기존 생산 수율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 과정에서의 공정별 수율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
∙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요소에 따른 생산 요소의 변동을 분석할 수 있다.
∙ 생산 과정에서 수율 저하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다.
∙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로스(loss)를 최소화
할 수 있다.
3) 전자 부품 구매 관리
가) 협력 업체 선정하기
∙ 생산 계획서에 따라 전자 부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소요량을 파악할 수
있다.
∙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조달하기 위하여 전문 협력 업체의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 조사된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 능력, 품질, 가격, 납기, 공급 실적, 신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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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하여 협력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나) 협력 업체 관리하기
∙ 수집된 협력 업체 정보와 현황을 바탕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 항목별로 협
력 업체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 협력 업체를 주요 구매 거래처로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거래 실적을 토
대로 관리, 평가, 지도, 교육할 수 있다.
∙ 등록된 협력 업체들에 대해서 공급 계약 내용 이행, 공급 단가, 부적합품 처
리, 일정 관리 등에 대한 협력 업체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협력 업체를 관
리할 수 있다.
다) 구매 단가 결정하기
∙ 개발 부서에서 입수한 부품 규격서를 원자재 공급 협력 업체에 배포할 수 있다.
∙ 배포된 부품 규격서를 기준으로 각 품목별 구성 원자재의 재료비, 가공비 등의
구매 단가 구성 요소가 포함된 공급 견적서를 협력 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 협력 업체가 제시한 견적서를 검토하여 상호 협의 후 전자 부품 원자재에 대
한 최종 구매 단가를 결정할 수 있다.
라) 자재 구매하기
∙ 최종 결정된 구매 단가를 기준으로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납품 일자, 납품
방법, 납품 장소, 대금 결제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발주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작성된 발주서에 따라 제작된 원자재 견본품과 승인원을 입수한 후, 수입 검
사를 통해 견본품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견본품이 적합한 경우, 발주서에 근거하여 협력 업체로부터 자재를 구매할
수 있다.
4) 전자 부품 자재 관리
가) 자재 입고 관리하기
∙ 발주서의 자재 입고 계획에 따라 자재가 요구된 일자에 입고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 입고된 자재와 발주서를 비교하여 수입 검사를 통해 수량, 품질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자재 입고 계획에 따라 자재의 품목, 규격, 수량, 입고 일자 등을 관리할 수
있다.
나) 자재 출고 관리하기
∙ 유관 부서로부터 접수된 출고 요청서에 따라 생산에 투입될 자재의 재고 유
무를 확인할 수 있다.
∙ 전자 부품 생산 시기에 맞춰 자재를 출고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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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중인 자재의 적정 재고 수량과 상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한 후 자재 관리
대장에 기입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 자재 보관 관리하기
∙ 자재 관리 기준에 따라 생산량, 품질, 납기 등을 고려하여 자재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
∙ 파악된 자재의 중요도에 따라 ABC, 선입 선출 등과 같은 보관 방식을 결정
할 수 있다.
∙ 자재의 보관 조건을 파악하여 자재 특성에 따른 온도, 습도 등 보관 환경을
관리할 수 있다.
∙ 전자 부품 생산에 불량 자재나 불용 재고가 투입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관
리 할 수 있다
5) 전자 부품 공정 관리
가) 공정 설계하기
∙ 전자 부품의 특성, 수량, 종류에 따라 자동 공정, 수동 공정, 자동·수동 혼성
공정 등 가장 적합한 생산 공정을 파악할 수 있다.
∙ 수주한 전자 부품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존 보유 설비를 고려한
공정을 구상할 수 있다.
∙ 각 하위 공정의 분업화와 원재료 및 완성 부품의 운반 경로를 고려하여 공정
을 설계하고, 공정 성능에 대한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
나) 공정 성능 관리하기
∙ 설계된 공정에 따라 각 공정별 작업성, 생산성, 품질 등의 성능을 파악할 수
있다.
∙ 설비, 원자재, 작업자, 작업 방법 등 공정의 관리 항목을 파악하고, 현황을 관
리할 수 있다.
∙ 현황에 따라 공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선임하여 공정 성능을
관리할 수 있다.
다) 공정 성능 개선하기
∙ 공정 성능의 목표 대비 실적을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 파악된 원인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정 분석과 작업 분석을 실행할 수
있다.
∙ 작업자가 일정한 작업 속도를 유지하고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동작 분
석, 시간 분석을 할 수 있다.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 성능 개선안을 수립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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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품질 향상 원재료 절약, 생산 시간 단축 등 공정 성능 개선을 평가할 수
있다.
6) 전자 부품 생산 인력 관리
가) 인력 계획 수립하기
∙ 생산 계획에 따라 공정별 전자 부품 생산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산정할 수
있다.
∙ 생산 계획에 따라 산정된 생산 인력과 현재 조직에서 보유한 생산 인력을 비
교하여 생산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 생산 계획에 따라 생산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상세 공정별 작업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나) 직무 교육하기
∙ 생산에 필요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 교육 기간, 교육 형
태 등을 고려한 직무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전자 부품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조 공정, 생산 제품, 생산 장비
등에 대한 교육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 교육 대상, 교육 내용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 기기, 실습 장비를 사전 점검하
고, 교육 자료를 토대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수행할 직무에 따라 생산 현장에 투입하여 현장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직무 교육 완료 후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집·분석하여 향후 직무 교육
과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산업 안전 교육하기
∙ 작업장의 환경이나 작업 안전 수칙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수준을 파악
할 수 있다.
∙ 생산 인력과 작업 환경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 안전 교육에 대한 강사를 선임
하고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수립된 산업 안전 교육 계획에 따라 강의, 미디어 시청, 게시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산업 안전 교육을 실시한 후, 안전과 환경 준수 기준에 따라 작업하고 있는지
를 점검할 수 있다.
∙ 산업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점검에 대비하여 교육 결과에 대한 교육
일지를 작성하고 정해진 장소에 비치할 수 있다.
7) 전자 부품 생산 활동
가) 생산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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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계획서를 토대로, 생산할 전자 부품과 생산 일정, 생산 공정 등을 파악
할 수 있다.
∙ 전자 부품 생산을 준비하기 위하여 공정별 작업 지시서와 제조 공정도에 따
라 필요한 생산 인력, 원･부자재, 보유 설비 등의 자원을 파악하여 배치할 수
있다.
∙ 배치된 자원을 활용하여 전자 부품 생산 작업 내용과 생산 장비 조작 방법
등의 양산 준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나) 전자 부품 생산하기
∙ 유관 부서로부터 도면, 부품 목록 등을 입수하여 자동화 공정 프로그램을 설
치할 수 있다.
∙ 설치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 삽입 공정에 전자 부품 소자를 투입하여 반제
품을 생산할 수 있다.
∙ 생산된 반제품을 양산 라인으로 이송하고, 작업 지시서에 따라 수동 부품을
삽입하여 전자 부품을 생산할 수 있다.
∙ 생산된 전자 부품에 대하여 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양·불량품을 판별할 수 있다.
다) 생산 진도 관리하기
∙ 생산 진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생산 계획과 생산 실적을 비교하고 생산 계획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다.
∙ 확인된 생산 계획 달성도에 따라 생산 실적 미달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 분석된 원인에 대하여 유관 부서와 협의하고, 생산 인력, 원･부자재, 생산 장
비, 생산 방법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여 생산 진도를 관리할 수 있다.
∙ 생산 진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일 생산량, 불량 현황 등에 대한
작업 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8) 전자 부품 품질 관리
가) 품질 개선 계획 수립하기
∙ IECQ, ISO9001, TL9000, TS16949 등의 품질 표준 기준에 따라 전자 부품
에 대한 품질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 설정된 품질 목표에 따라 생산할 전자 부품의 양품 판정 기준, 품질 검사 방
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품질 검사 시 발생하는 검사 비용, 부적합품 처리 비용 등의 품질 비용 항목
과 산출 기준을 결정하여 품질 비용을 분석할 수 있다.
∙ 분석된 품질 비용을 토대로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품질 관리 계획서를 작성
할 수 있다.
나) 부품 검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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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된 전자 부품에 대하여 전수 검사, 표본 검사, 무검사의 검사 방식을 결
정할 수 있고, 표본 검사일 경우 표본 검사표를 활용할 수 있다.
∙ 양품 판정 기준, 품질 검사 방법 등에 따라 외관 검사, 기능 검사, 성능 검사
등에 대한 검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 결정된 검사 방법에 따라 생산 중인 반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판정 기
준에 따라 부적합품을 분류할 수 있다.
∙ 양품으로 판정된 전자 부품은 회사 내 출하 검사 기준에 따라 출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 공인 기관 인증이 필요한 전자 부품의 경우에는 공인 시험 기관에 신뢰성 시
험을 의뢰하고, 결과를 관리할 수 있다.
다) 부적합품 관리하기
∙ 생산 과정에서 이관된 부적합 전자 부품에 대하여 수리가 가능한 부품과 수
리가 불가능한 부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수리가 가능한 전자 부품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여 양품으로 판정된 부품은 생산 라인으로 이관할 수 있다.
∙ 수리가 불가능한 전자 부품의 경우, 폐기 규정에 따라 폐기 사유, 폐기 비용
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폐기가 결정된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폐기 후 사진을 찍어 보관할 수 있다.
9) 전자 부품 출하 관리
가) 출하 준비하기
∙ 영업 부서에서 발행된 출하 지시서에 따라 전자 부품의 재고, 납기 일정, 포
장 자재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출하 지시서에 따라 출고 전표를 발행하여 전자 부품의 품목을 분류하고, 지
정 장소에 입고시키고 전산상 최종 출고 처리하여 완료할 수 있다.
∙ 영업 부서와 출하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고, 차량 배정을 협의할 수 있다.
나) 포장하기
∙ 전자 부품의 품목에 따라 사내 표준 포장 관리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 파악된 기준에 따라 전자 부품의 단위 포장을 진행하며, 이때 고객사가 요구
하는 포장 기준에 따라 포장할 수 있다.
∙ 운송 수단, 배송 지역에 따라 마스터 카톤, 트레이, 팰릿(pallet)의 종류와 크
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다) 창고 관리하기
∙ 생산된 전자 부품의 특성을 파악하여 식별 관리, 재고 관리, 운송 조건, 보관
조건, 보존 기한 등을 고려한 보관 장소를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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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부품의 출고 규정에 따라 원활한 출고가 가능하도록 배치도를 작성하고,
지정된 장소에 로트별, 규격별로 보관하도록 관리, 운영할 수 있다.
∙ 주기적으로 보관 제품의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창고 점검 일지에
기록하고 보고할 수 있다.
∙ 전자 부품의 보관‧취급 매뉴얼을 작성하여 창고에 비치하고, 담당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다.
∙ 전자 부품의 보관‧취급 매뉴얼에 따라 온도, 습도, 청결, 환기, 차광 등의 환
경 관리를 수행하고, 잠금장치와 경비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전자 부품 설비 계획
가) 설비 관리 계획 수립하기
∙ 목표 설비 수명과 설비 가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비 관리 계획을 수립
하고, 설비 이력 카드를 만들 수 있다.
∙ 설비 관리 계획에 따라 설비의 청소, 점검, 급유 등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
∙ 설비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간, 주간, 일일 단위의 설비 점검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나) 설비 배치하기
∙ 유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생산 계획에 따라 생산할 전자 부품의 종
류와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
∙ 확정된 생산량을 토대로, 보유하고 있는 설비 중 생산에 투입될 설비를 결정
할 수 있다.
∙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설비를 배치할 수 있다.
11) 전자 부품 설비 보전
가) 설비 유지 보수하기
∙ 설비 점검 담당자를 선정하여 월간, 주간, 매일의 정기적인 설비 관리 점검
계획서에 의거하여 설비 점검을 할 수 있다.
∙ 고장이 발생한 설비의 고장 부위를 파악하여 자체적으로 수리하거나, 설비
제조사에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 설비의 정비 및 수리 후 설비의 시험 가동을 통해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 제조 설비의 설비 정비 이력을 기입하고, 설비 보전을 위한 보수 예비 부품의
재고를 관리할 수 있다.
나) 설비 성능 관리하기
∙ 설비의 가동률과 생산성을 조사하여 설비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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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의 비가동 손실을 측정하고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설비의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다.
4. 교수·학습
가. 판매를 목적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전자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
원자재, 설비, 방법 등을 활용하여 생산 관리, 자재 관리, 공정 관리 등의 프로
세스를 통해 제품을 산출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학생의 성취수준과 요구, 학교의 실정, 지역 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도
의 비중을 달리하여 지도한다.
다. ‘전자 부품 생산 기술 지원’ 영역에서는 강의,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활용하여 생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생산 기술을 검토하고, 생산 장비와 작
업 지시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 ‘전자 부품 생산 관리’ 영역에서는 강의,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활용
하여 전자 부품의 수량, 납기, 품질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 정보를 기반으
로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 실적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마. ‘전자 부품 구매 관리’ 영역에서는 강의,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활용
하여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 업체 선정과 관리를 하고, 구매 단가
를 결정하여 자재를 적기에 조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바. ‘전자 부품 자재 관리’ 영역에서는 강의, 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활용하여
전자 부품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자재의 입고, 보관 및 출고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사. ‘전자 부품 공정 관리’ 영역에서는 강의, 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활용하여
전자 부품 생산 활동에 필요한 생산 공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정을
설계하고 공정 성능을 관리하며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 ‘전자 부품 생산 인력 관리’ 영역에서는 강의, 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활용
하여 전자 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 인력에게 직무
교육과 산업 안전 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가질 수 있
도록 지도한다.
자. ‘전자 부품 생산 활동’ 영역에서는 강의, 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활용하여
전자 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을 준비하고,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을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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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생산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진도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차. ‘전자 부품 품질 관리’ 영역에서는 강의, 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활용하여
전자 부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부품 검사와
부적합품 관리를 통해 품질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
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카. ‘전자 부품 출하 관리’ 영역에서는 강의, 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활용하여
생산 계획서에 따라 전자 부품을 생산하여 지정된 출하 장소로 인도하기까지
의 출하 준비, 포장, 창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타. ‘전자 부품 설비 계획’ 영역에서는 강의, 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활용하여
전자 부품 생산 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설비를 배치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가질 수 있도
록 지도한다.
파. ‘전자 부품 설비 보전’ 영역에서는 강의, 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활용하여
전자 부품 생산 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비를 유
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5. 평가
가. 평가의 주안점
1) 목표 지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영역별로 달성할 목표를 세부적으
로 분석하여 평가 방법과 내용을 계획한다.
2) 평가자는 작업 영역 성취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론
과 실기를 나누어 평가하거나, 종합적인 결과물을 평가하는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3) 실무 과목의 특성에 따라 전 영역에서 학생들의 작업 수행 능력, 작업 태도,
과제물의 완성도를 체크리스트나 구체적인 평정 척도를 개발하여 항목별로 평
가한다.
4) 평가 방법은 정기 고사에 의한 평가 방법에서 탈피하여 수행평가 중심의 다양
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5) ‘전자 부품 생산 기술 지원’ 영역에서는 생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생산 기
술을 검토하고 생산 장비와 작업 지시서를 관리하는 능력을 사례 연구, 구두
발표 등의 방법으로 과정 평가를 실시하고, 포트폴리오,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등의 방법으로 결과 평가를 한다.
6) ‘전자 부품 생산 관리’ 영역에서는 전자 부품의 수량, 납기, 품질을 충족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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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생산 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 실적
을 관리하는 능력을 역할연기, 구두 발표 등의 방법으로 과정 평가를 실시하
고, 문제 해결 시나리오, 사례 연구 등의 방법으로 결과 평가를 한다. 생산 정
보 관리 프로그램의 선정을 위해 해당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
이해와 사용법을 통해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에 대해 이해하고 디지털 직업
리터러시의 역량을 평가한다.
7) ‘전자 부품 구매 관리’ 영역에서는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 업체 선
정과 관리를 하고 구매 단가를 결정하여 자재를 적기에 조달하는 능력을 사례
연구, 평가자 질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등의 방법으로 과정 평가를 실시하
고, 포트폴리오, 서술형 시험, 평가자 질문 등의 방법으로 결과 평가를 한다.
8) ‘전자 부품 자재 관리’ 영역에서는 전자 부품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효율
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자재의 입고, 보관 및 출고를 관리하는 능력
을 문제 해결 시나리오, 사례 연구, 평가자 질문, 구두 발표 등의 방법으로 과
정 평가를 실시하고, 포트폴리오, 문제 해결 시나리오, 평가자 질문, 구두 발표
등의 방법으로 결과 평가를 한다.
9) ‘전자 부품 공정 관리’ 영역에서는 전자 부품 생산 활동에 필요한 생산 공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정을 설계하고 공정 성능을 관리하며 개선하는
능력을 문제 해결 시나리오, 사례 연구를 활용한 과정 평가를 실시하고, 포트
폴리오,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등의 방법으로 결과 평가를 한다.
10) ‘전자 부품 생산 인력 관리’ 영역에서는 전자 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 인력에게 직무 교육과 산업 안전 교육을 수행하는 능
력을 사례 연구를 활용한 과정 평가를 실시하고, 서술형 시험, 평가자 체크리
스트, 구두 발표, 작업장 평가 등의 방법으로 결과 평가를 한다.
11) ‘전자 부품 생산 활동’ 영역에서는 전자 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을 준비
하고,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을 조립하며, 생산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진
도를 관리하는 능력을 일지･저널, 작업장 평가 등의 방법으로 과정 평가를 실
시하고, 포트폴리오, 문제 해결 시나리오, 평가자 체크리스트, 일지･저널, 작
업장 평가 등의 방법으로 결과 평가를 한다.
12) ‘전자 부품 품질 관리’ 영역에서는 전자 부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부품 검사와 부적합품 관리를 통해 품질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능력을 사례 연구, 일지･저널, 작업장 평가 등의 방법으로 과정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 해결 시나리오, 평가자 체크리스트, 일지･저널, 작업장
평가 등의 방법으로 결과 평가를 한다.
13) ‘전자 부품 출하 관리’ 영역에서는 생산 계획서에 따라 전자 부품을 생산하여
지정된 출하 장소로 인도하기까지의 출하 준비, 포장, 창고 관리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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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능력을 평가자 체크리스트, 일지･저널, 작업장 평가 등의 방법으로 과정
평가를 실시하고, 서술형 시험, 평가자 체크리스트, 일지･저널, 작업장 평가
등의 방법으로 결과 평가를 한다.
14) ‘전자 부품 설비 계획’ 영역에서는 전자 부품 생산 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효
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설비를 배치하는 능력
을 사례 연구, 평가자 체크리스트 등의 방법으로 과정 평가를 실시하고, 포트
폴리오, 사례 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구두 발표 등의 방법으
로 결과 평가를 한다.
15) ‘전자 부품 설비 보전’ 영역에서는 전자 부품 생산 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효
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비를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사례 연
구, 평가자 체크리스트 등의 방법으로 과정 평가를 실시하고, 포트폴리오, 사
례 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구두 발표 등의 방법으로 결과 평
가를 한다.
나. 영역별 성취수준
내용 영역

성취수준
S등급

A등급

P등급

전자 부품 생산 기술 검토하기, 생
생산 기술 산 장비 관리하기, 작업
지원
지시서 관리하기를 새로
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수행할 수 있다.

생산 기술 검토하기, 생
산 장비 관리하기, 작업
지시서 관리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수
행할 수 있다.

생산 기술 검토하기, 생
산 장비 관리하기, 작업
지시서 관리하기를 수행
할 수 있다.

전자 부품 생산 정보 관리 프로그램
생산 관리 을 통한 디지털 기술의
의사소통과 공유 및 협업
기능 활용하기, 생산 계
획 수립하기, 생산 실적
관리하기, 전자 부품 생
산 수율 관리하기를 새로
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수행할 수 있다.

생산 정보 관리 프로그램
을 통한 디지털 직업 리
터러시 기능 활용하기,
생산 계획 수립하기, 생
산 실적 관리하기, 전자
부품 생산 수율 관리하기
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
면서 수행할 수 있다.

생산 정보 관리 프로그램
의 종류 및 특성 이해하
기, 생산 계획 수립하기,
생산 실적 관리하기, 전
자 부품 생산 수율 관리
하기를 수행할 수 있다.

전자 부품 협력 업체 선정하기, 협
구매 관리 력 업체 관리하기, 구매
단가 결정하기, 자재 구
매하기를 새로운 아이디
어를 창출하여 수행할 수
있다.

협력 업체 선정하기, 협
력 업체 관리하기, 구매
단가 결정하기, 자재 구
매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수행할 수 있
다.

협력 업체 선정하기, 협
력 업체 관리하기, 구매
단가 결정하기, 자재 구
매하기를 수행할 수 있
다.

전자 부품 자재 입고 관리하기, 자 자재 입고 관리하기, 자 자재 입고 관리하기, 자
자재 관리 재 출고 관리하기, 자재 재 출고 관리하기, 자재 재 출고 관리하기,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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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영역

성취수준
S등급

A등급

P등급

보관 관리하기를 새로운 보관 관리하기를 다른 사 보관 관리하기를 수행할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수 람에게 설명하면서 수행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전자 부품 공정 설계하기, 공정 성
공정 관리 능 관리하기, 공정 성능
개선하기를 새로운 아이
디어를 창출하여 수행할
수 있다.

공정 설계하기, 공정 성
능 관리하기, 공정 성능
개선하기를 다른 사람에
게 설명하면서 수행할 수
있다.

공정 설계하기, 공정 성
능 관리하기, 공정 성능
개선하기를 수행할 수 있
다.

전자 부품 인력 계획 수립하기, 직
생산 인력 무 교육하기, 산업 안전
관리
교육하기를 새로운 아이
디어를 창출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인력 계획 수립하기, 직
무 교육하기, 산업 안전
교육하기를 다른 사람에
게 설명하면서 수행할 수
있다.

인력 계획 수립하기, 직
무 교육하기, 산업 안전
교육하기를 수행할 수 있
다.

전자 부품 생산 준비하기, 전자 부
생산 활동 품 생산하기, 생산 진도
관리하기를 새로운 아이
디어를 창출하여 수행할
수 있다.

생산 준비하기, 전자 부
품 생산하기, 생산 진도
관리하기를 다른 사람에
게 설명하면서 수행할 수
있다.

생산 준비하기, 전자 부
품 생산하기, 생산 진도
관리하기를 수행할 수 있
다.

전자 부품 품질 개선 계획 수립하
품질 관리 기, 부품 검사하기, 부적
합품 관리하기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수
행할 수 있다.

품질 개선 계획 수립하
기, 부품 검사하기, 부적
합품 관리하기를 다른 사
람에게 설명하면서 수행
할 수 있다.

품질 개선 계획 수립하
기, 부품 검사하기, 부적
합품 관리하기를 수행할
수 있다.

전자 부품 출하 준비하기, 포장하
출하 관리 기, 창고 관리하기를 새
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
여 수행할 수 있다.

출하 준비하기, 포장하 출하 준비하기, 포장하
기, 창고 관리하기를 다 기, 창고 관리하기를 수
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행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다.

전자 부품 설비 관리 계획 수립하
설비 계획 기, 설비 배치하기를 새
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
여 수행할 수 있다.

설비 관리 계획 수립하 설비 관리 계획 수립하
기, 설비 배치하기를 다 기, 설비 배치하기를 수
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행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다.

전자 부품 설비 유지 보수하기, 설
설비 보전 비 성능 관리하기를 새로
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수행할 수 있다.

설비 유지 보수하기, 설 설비 유지 보수하기, 설
비 성능 관리하기를 다른 비 성능 관리하기를 수행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수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 S(superior) 등급: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실행하거나 새로운 예를 만들어 설명할
수 있는 수준
A(advanced) 등급: 타인에게 설명하면서 실행하거나 예를 들어 비교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수준
P(pass) 등급: 필요지식을 모두 이해하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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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의적 체험활동(교육과정 예시 자료)34)
<총론>
총론 [Ⅱ.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1. 기본 사항] 영역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에 디지털 역량 교육 추가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아.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
루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디지털
역량 교육

<각론>
각론 [3. 영역과 활동]-[나. 영역별 활동] 영역에서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부분에
활동 내용 수정 및 디지털 역량 교육 내용 추가
3. 영역과 활동
나. 영역별 활동
(1) 자율활동
<표 2> 자율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활동

활동 목표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
자치･
고,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적응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 변화
활동
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
처한다.

창의
주제
활동

활동 내용(예시)

∙기본 생활 습관 형성 활동 - 예절, 준법, 질서 등
∙협의활동 - 학급 회의, 전교 회의, 모의 의회, 디
지털 도구 및 기술을 이용한 토론회(디지털 의사
소통 및 협력), 자치 법정 등
∙역할 분담 활동 - 1인 1역 등
∙친목 활동 - 교우 활동, 사제 동행 활동 등
∙상담 활동 - 학습, 건강, 성격, 교우 관계 상담 활
동, 또래 상담 활동 등

학교, 학년(군), 학급의 특색 ∙학교･학년･학급 특색 활동 - 100권 독서하기, 줄
및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
넘기, 경어 사용하기, 연극 놀이, 뮤지컬, 텃밭 가
꾸기, 디지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디지털
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제
콘텐츠 리터러시) 등
를 선택하여 활동함으로써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른다. ∙주제 선택 활동35) - 주제 탐구형 소집단 공동 연구,

34) 예시 자료는 조현정 교사가 동 연구의 디지털역량 개념 및 구성요소(안)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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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활동 목표

활동 내용(예시)
자유 연구, 프로젝트 학습(역사 탐방 프로젝트,
박물관 견학 활동,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활동) 등

(4) 진로활동
<표 5> 진로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활동

활동 목표

활동 내용(예시)

∙강점 증진 활동 - 자아 정체성 탐구, 자아 존중감
자기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증진 등
이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대하여
∙자기 특성 이해 활동 - 직업 흥미 탐색, 직업 적
활동 이해한다.
성 탐색 등

일과 직업의 가치, 직업세계
진로 의 특성을 이해하여 건강한
탐색 직업의식을 함양하고, 자신의
활동 진로와 관련된 교육 및 직업
정보를 탐색하고 체험한다.

∙일과 직업 이해 활동 - 일과 직업의 역할과 중요
성 및 다양성 이해, 직업 세계의 변화 탐구, 직업
가치관 확립, 디지털 리터러시(기기, 콘텐츠) 등
∙진로 정보 탐색 활동 - 교육 정보 탐색, 진학 정
보 탐색, 학교 정보 탐색, 직업 정보 탐색, 자격
및 면허 제도 탐색 등
∙진로 체험활동 - 직업인 인터뷰, 직업인 초청 강
연, 산업체 방문, 직업 체험관 방문, 인턴, 직업
체험 등

∙계획활동 - 진로 상담, 진로 의사 결정, 학업에
대한 진로 설계, 직업에 대한 진로 설계, 직업적
진로
디지털 역량 요구 인식 등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계
설계
∙준비 활동 - 일상생활 관리, 진로 목표 설정, 진
획하고 실천한다.
활동
로 실천 계획 수립, 학업 관리, 직업적 디지털 역
량 함양, 구직 활동 등

각론 [4. 편성·운영과 지원]-[가. 편성·운영]-[(1) 공통 지침] 영역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 추가
4. 편성･운영과 지원
가. 편성･운영
(1) 공통 지침
⑱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1∼2학년군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디지털 역량 교육’을 편성･운영한다. 이때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
험활동의 영역별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3.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방안
교과와의 연계·통합 운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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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교과와의 연계･통합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교과의 특성, 학생의 디지털 리터
러시 역량 등을 고려한다.
- 효과적인 통합 운영을 위하여 추진 시기 및 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모색한다. 특히, 교육
과정 운영 취약 시기에 학생들의 흥미와 진로를 고려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
통합하여 실시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과 교과 간 통합 운영(예시)
영역

교과
국어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내용

디지털 역량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 및
글쓰기

•바람직한 의사 결정과 학교 폭력 예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방을 위한 모의 법정 운영
사회/도덕
•타인에 대한 배려와 원만한 인간관계
를 위한 예절 교육
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
(생성 활동)

정보

•인터넷 윤리지킴이 활동

국어

•문학 작품 속 등장인물의 직업 세계
간접 체험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군 멘토 인터뷰 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
및 조사 발표
(활용 활동)

수학

•매체 속에 드러난 수학 관련 직업 조
사 및 발표

진로활동

사회/도덕 •직업윤리 및 사회 문제 관련 토론

디지털 시민의식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범교과 학습 주제와의 연계·통합 운영 예시
<유의 사항>
- 범교과 학습 주제 중 디지털 역량 교육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거나 진로, 직업 선택
과 연관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범교과 학습 주제와의 연계･통합 운영(예시)
범교과 학습 주제

내용

•자율활동: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협력적 사고를 통한 공동의 문제
해결
디지털 역량 교육 •동아리활동: 디지털 역량 1:1 멘토 활동
•봉사활동: 디지털 시민의식 함양 캠페인, 디지털 역량 교육 활동
• 진로활동: 직업 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한 탐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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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특색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으로 별도 운영 예시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의 기본 방향 및 중점 사항>
1. 편성･운영 방안
........
2. 학교 특색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가. 학교, 학년별 중점 영역 선정으로 학교 특색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 창의적 특색 프로그램으로, 1학년 더불어 사는 민주 시민 교육, 2학년 디지털 역량 교육,
3학년 세계 시민을 운영한다.
다. 다양한 스포츠 동아리 및 예체능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2학년 2학기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 예시

35) 창의 주제 활동의 ‘주제 선택 활동’은 자유학기의 ‘주제 선택 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른 학기, 다른 학교급에서도 편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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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수･학습 방법 적용 예시
1) 보통교과(제품 디자인) 디지털 역량 수업 지도안 예시36)
내용 영역 디자인 아이디어 발상
내용 영역 요소 아이디어 구상하기
(능력단위) 기초

교육
과정

성취기준

∙ 다양한 관점과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제품의 기능과 형태에 대한 특
성을 발상할 수 있다.
∙ 다양한 표면 처리와 컬러 베리에이션(variation)을 활용하여 창의적
인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다.
∙ 시나리오를 통한 새로운 경험을 이해하여 아이디어로 제시할 수 있
다.
∙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을 위해 디자인 방법론 및 기법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다.

학습모듈

디자인 아이디어 발상 표현

∙
∙
학습 내용
∙
∙
NCS
학습
모듈

학습

아이디어 구상하기

제품 스펙 검토
기능과 형태 특성 발상
재질에 따른 아이디어 구상
다양한 기법을 통한 아이디어 발상

• 다양한 관점과 창의적 사고를 통해 제품의 기능과 형태에 대한 특성
을 발상할 수 있다.
• 시나리오를 통한 새로운 경험을 이해하여 아이디어로 제시할 수 있
다.
•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을 위해 디자인 방법론 및 기법을 활용하여 아
학습 목표
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다.
•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콘텐츠를 열람, 검색, 평가, 선택, 구성하여 일
상생활이나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다.
• 저작권 및 라이선스가 데이터, 정보 및 문화 콘텐츠에 어떻게 적용
되는지 이해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유형
구분

교수･학습 자료

■
□
□
■
□

스마트 기기(ICT)
그림, 사진, 이미지
비주얼 싱킹
마인드맵
보고서

유형 Ⅰ

■ 브레인스토밍
□ 시나리오 작성
□ 도표/그래프

유형 Ⅱ

■ PPT □ 사진 □ 삽화 □ 동영상 □ 기타( )

■
□
□
□

동영상
3D 프린팅 설계 도안
빔프로젝터 슬라이드
실습 지시서, 실습 안내서 등

36) 예시 자료는 김태인 교사가 동 연구의 디지털역량 개념 및 구성요소(안)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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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교과(전자 부품 생산) 디지털 역량 수업 지도안 예시37)
대상
단원명

일시

2019.○○.○○.

차시

16차시(4단위 4주)

전자 부품 생산 관리(실무 과목 능력단위명)

학습 주제

전자 부품의 수량, 납기, 품질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 정보를 기반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 실적을 관리할 수 있다.

학습 목표

전자 부품의 생산, 재고, 자재 현황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회사 규모에 맞는 생
산 관리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도입할 수 있다.

교수․학습 전략
수업 자료 및 매체
단계

전자과 3학년

학습 절차

프로젝트법

학습 형태

모둠 학습

학습 안내지, 활동지, 실습
교수･학습 활동
교사 활동

◦전자 부품 생산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주제를 제시한다.
◦생산 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적용 사례가 있는지 질
문한다.
◦수업의 특징, 학습 방법 및
학습 목표,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에 대하여 안내한다.
◦학습 목표
-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프
로그램 도입에 관한 절차를
이해한다.
- 생산 관리를 통한 프로그램
도입 시 고려 사항을 확인
한다.
도입 프로젝트 계획
- 모둠 결과물에 대해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발표할 수 있다.
◦전체 학습의 진행 절차 및
관련된 양식의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활동지를 배부한다.
◦프로젝트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 모둠 소개 자료
- 생산 관리 규정
- 기업 현황 자료
- 생산/재고/자재 현황 목록
◦본 프로젝트 수행 경험은 추
후 취업 후 회사에서 도움이
됨을 인식시킨다.

학생 활동

◦프로젝트 주제를 인식한다.
◦사례가 있으면 발표한다.
◦전체 학습의 진행 순서를
안다.
◦수업의 목표를 인식한다.
◦관련 양식을 보고 작성
방법을 익힌다.
◦본 프로젝트가 학생 각
자에게 소중한 경험이
됨을 인식한다.

시간

비고
(디지털 역량)

1-2차시

디지털 기기
(컴퓨터, 탭
등)에 대한
기본적인 동
작 숙지

37) 예시 자료는 우상호 교사가 동 연구의 디지털역량 개념 및 구성요소(안)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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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 절차

교수･학습 활동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동기 유발을 위하여 실제 산
업 현장에서 진행되는 생산
관리 프로그램 도입 관련 자
료를 보여 준다.
- 유튜브 동영상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준비
- 실제 회사 관련 자료를 제시
한다.
◦관련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
록 안내한다.
◦참고 사이트를 제시한다.

◦관련된 정보를 살펴본다.
◦참고 사이트를 둘러본다.
◦각자 생산 관리 프로그
램 도입 방법에 대해 조
사해 본다.
◦교사와 상호 작용하면서
산업체에서 필요한 생산
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필요한 지식이나 아이디
어를 얻는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둠별
활동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20명을 각 모둠당 4명씩 5개
의 모둠으로 구성하고, 모둠
원 간의 의견 교환을 위해
모둠끼리 앉을 수 있도록 책
상을 배치한다.
◦주제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둠 학생들의 아이디
어를 구체화하는 데 조언을
프로젝트 실행 한다.
전개
(모둠 구성) ◦모둠별로 프로젝트 수업의
개요 절차에 대해 다시 설명
하고 환기시킨다.
◦모둠원이 모두 프로젝트 수
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한다.
◦1차시 활동지를 제출하게 하
고 조별 발표 활동을 하게
한다.
- 발표 내용을 보고 질문 시간
을 갖는다.

◦모둠을 구성한다.
◦모둠별로 프로젝트를 수
행한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
해 수집해야 할 자료들
에 대해 모둠원 끼리 의
논한다.
◦모둠 내에서 각자의 역
할을 정한다.
- 모둠장: 전자 부품 생산
관리 프로그램 종류 파
악, 조사 기록 및 PT
◦모둠 이름, 모둠 구호,
주제를 구상한다.
◦모둠 계획서를 제출하고
조별 발표를 한다.
- 다른 조의 발표 내용을
보고 궁금한 점을 질문
한다.

전개

◦생산 관리 프로그램 도입 절 ◦각 모둠별로 생산 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차에 대해 학습모듈의 수행
수행 활동을 한다.
순서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회사의 현황 설정과 필요한  전반적인 현황 분석
프로젝트 실행 프로그램 도입을 선정한다.
단계
(주제에 따른
- 회사(가상)에 대한 자료
를 웹 검색을 통해 설정
작업 요소
한다.
분석)
- 회사의 정보 시스템 특
성, 도입 목적 등을 분
[그림 1]생산 관리
석한다.
프로그램 도입절차
 도입 전략 수립 단계

시간

비고
(디지털 역량)

3차시

디지털 콘텐
츠(생산관리
프로그램)의
기능 이해

4-5차시

PT 준비를
위한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의사소통

6-7차시

생산 관리
프로그램(디
지털 기술)에
의한 업무
자료의 공유
와 협업에
대해 이해

부록 261

단계

학습 절차

교수･학습 활동
교사 활동

학생 활동

시간

비고
(디지털 역량)

8차시

PT(디지털 기
기 리터러시,
의사소통, 협력)

9-11

생산 관리 프
로그램의 장단
점이 갖는 의
미를 통해 디
지틸 직업 리
터리시 이해

- 도입 기반, 대상, 전략
수립 설정
 프로그램 평가 항목과
요소선정 단계
-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
- 프로그램별 기술/기능
평가
- 가격 및 납기 기간 평가
- 관련 교육 및 사후 관리
평가
 평가 진행 단계
- 제안 요청서 작성
- 업체 제안서 접수
- 업체별 평가
 프로그램 도입 선정과
계약
- 프로그램 선정
◦최종 결정된 생산 관리
프로그램이 구입 목적
및 요구 사항 등을 만족
하는지 재확인하는 절차
를 갖는다.

중간 점검
발표

◦모둠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
록 격려한다.
◦모둠원 간, 모둠 간에 수집한
자료를 상호 검토하도록 유
도한다.
프로젝트 실행 ◦모둠원 간에 원활한 상호 작
용이 되도록 유도한다.
(프로그램
◦모둠별 프로젝트에 대해 수
완성 실행,
집한 정보를 모아 발표 자료
보완, 보고서
를 만들도록 격려한다.
작성)
◦보고서를 작성할 때 모둠원
전체가 모여서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모둠 간의 협동 학습 과정에
서도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자기 성찰적 사고와 활동을

◦모둠별로 생산 관리 프로
그램 도입과 선정에 관련
한 절차를 작성하여 발표
한다.
- 다른 조의 발표 내용을 보
고 궁금한 점을 질문한다.
◦생산 관리 프로그램 선정
에 관련한 조사와 절차상
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프로그램 선정에서 문제점
을 지적해 보고 이에 대해
논의한다.
◦조별로 프로그램 선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모둠 내에서 수집한 자료
가 생산 관리 프로그램 선
정에 효과적이고 도입 목
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인지에 대해 모
둠원 간에 원활한 의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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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 절차

교수･학습 활동
교사 활동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최종 시연
준비

◦트레이너 배선에 필요한 기
술적인 요소에 대해 도움을
준다.

학생 활동

비고
(디지털 역량)

12

PT(디지털 기기
리터러시, 의사
소통, 협력)

12-13

PT(디지털 기기
리터러시, 의사
소통, 협력)

환을 한다.
- 모둠원 간 피드백을 하고
활동에 대해 격려한다.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모둠원이 수행한 결과를
논의한다.
◦모둠원 간에 수행한 활동
을 자세히 기록하고 사진
촬영하며 동영상을 찍어
그 결과물로 보고서를 작
성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프
레젠테이션 저작 도구로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도
록 준비한다.
◦발표에 앞서 시연을 위해
포트폴리오 자료의 정리와
PT 자료의 동작 여부를
파악하여 최종 동작을 점
검한다.

◦학습자 전체가 모여 발
표한다.
- 발표할 때 모둠별 시간
을 준수한다.
- 다른 모둠에서 발표할
◦발표 시 경청하는 태도와 평
때 조용하게 경청하는
가의 방법이나 요점을 설명
(프로젝트
태도를 가진다.
한다.
-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들
보고서 발표)
◦학생들이 많이 발표할 수 있
으며 다른 모둠과 여러
도록 유도한다.
가지 견해나 관점을 교
환하며 지식을 나눈다.
- 발표한 결과에 대해 다
른 모둠원이 피드백을
할 수 있다.

정리
및
평가

시간

◦다른 모둠의 활동을 평
가하고 우수한 모둠을
선정한다.
◦우수한 모둠 및 모둠원을 칭 - 각 모둠별로 우수한 모
찬한다.
둠원 및 우수 모둠을
선정한다.
- 자기 학습을 반추하며,
성찰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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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역량 교원 연수 프로그램(안) 예시38)
Ⅰ. 목 적
◦ 직업계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지털 역량 강화
◦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과 구성 요소의 이해
◦ 직업계고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 역량 함양
Ⅱ. 방 침
◦ 수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참여･실습･토론 중심 교육 내용 구성
◦ 기능 중심 교육을 지양하고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운영
◦ 강좌에 참여한 교원은 연수 이수 학점으로 인정
◦ 총 시수의 80%(7시간) 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 처리함.
Ⅲ. 직무 연수 운영 개요
순

연도

연수과정명

1

○○○○

직업계고를 위한 디지털 역
량 강화 연수

20

2

2

○○○○

직업계고를 위한 영역별 디
지털 역량 강화 연수

20

1

대상

종별

연수
기간

30

직업계고
교사

직무

○○

각15

직업계고
교사

직무

○○

인원 일수 시간

Ⅳ. 세부 추진 계획
1. 과정명: 직업계고를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기본 연수
- 교육과정
교과목

교육 내용

시간

연수
방법

디지털 기기 리터러시

- 디지털 기기 다루기
- 디지털 기기 인식

4

참여
실습
토론

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

- 디지털 콘텐츠 활용
- 디지털 콘텐츠 생성

4

참여
실습
토론

-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의사소통
-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공유 및 협업

4

참여
실습
토론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38) 예시 자료는 전수진 교수가 동 연구의 디지털역량 개념 및 구성요소(안)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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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교육 내용

디지털 시민의식

-

디지털 문제 해결

- 디지털 문제 해결
- 컴퓨팅 사고(데이터 수집 및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설계 및 프로그래밍)

디지털 전환의 영향 이해
디지털 시민권 참여
디지털 예절 준수
개인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저작권 및 라이선스 이해
신규 디지털 범죄 인식

- 직업적 디지털 역량 요구 인식
디지털 직업 리터러시 - 직업적 디지털 역량 함양
- 4차 산업혁명의 직업적 영향 이해
디지털 역량
교수･학습 설계
계

-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 교과 융합적 관점에서의 교수･학습 설계
- 교수･학습 사례 공유 및 발표

시간

연수
방법

6

참여
실습
토론

6

참여
실습
토론

3

참여
실습
토론

3

참여
실습
토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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