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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1) 약 

 제 4차 산업 명 시 에 필요한 핵심 역량 의 하나로 디지털 역량에 한 심과 그 요성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사회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른 사람과의 업과 소

통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여 결과물을 생산하는 능력을 의미한

다. 디지털 역량은 기술의 발 으로 인해 새롭게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들이 요구되는데 최근에는 컴퓨  

사고력을 포함시키려는 시도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 4차 산업 명의 시 에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

으로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해 국내외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련연구 분석을 통해 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요소들을 체계 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실에 맞는 디지털 역량 모델을 제안한다. 디지털 역량 모델을 설계하기 해 먼 , 디지털 역량의 조

작  정의와 함께 세부 요소들을 정의한 후, 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수정 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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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one of the key competencies required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rest and importance of digital competency is the growing. Digital competency means the ability 

to search and analyze necessary information using digital technology through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with other people to solve problems given in digital society and to produce the 

result. In this study, we will consider what factors should be included in the digital competence 

required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do this, we systematically classify 

factors that are considered to be important through analysis of relevant research on domestic and 

foreign digital literacy, and propose a digital competence model suitable for domestic reality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In order to design a digital competence model, we first define the operational 

factors of the digital competence and then define and refine it by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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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 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

어 사람들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스

마트폰의 사용과 함께 소설 네트워크 분야가 

성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일상의 정보가 실시

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에서는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할  아는 능력 외에도 사

이버공간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단하

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검색된 정보를 자신의 

문제 해결에 하게 활용하고 재창조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

다. 이러한 능력은 디지털 역량과 련이 된다. 

디지털 역량은 지식, 정보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컴퓨터, 미디어, ICT, 정보,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 등이 복합 으로 내포된 개념

이다[1]. 

  최근 4차 산업 명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4차 산업 명의 시 에 필요한 핵심역량이 무엇

인지에 한 논의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4차 

산업 명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물리  공간, 

디지털  공간  생물학  공간의 경계가 희석

되는 기술융합의 시 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세계의 산업구조  시장경제 모델에 커다란 

향을 미칠 것으로 망하고 있다[2]. 이러한 큰 변

화에 하게 응하기 해 요구되는 역량  

디지털 역량에 한 요성은  커지고 있다. 

  디지털 역량과 련된 용어로 디지털 리터러시

를 들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Gilster(1997)[3]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그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할 

 아는 능력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아낸 정보

의 가치를 비  사고력을 바탕으로 제 로 

단하고 자신에 목 에 맞는 새로운 정보를 조합

해냄으로써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

하 다. 그 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디지털 리터

러시에 해서 조 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특

히, 최근에는 컴퓨  교육에 한 요성이 강조

됨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에 컴퓨  사고를 포

함시키려는 시도들이 있다. 

  유럽을 심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를 단

순한 기능과 능력을 넘어서 태도와 을 포함

하는 역량의 으로 발 시킴으로 디지털 리터

러시 신에 디지털 역량이라는 표 을 사용하고 

이에 한 정의  평가를 한 연구들이 수행되

어 왔다. 

  유럽연합 연구 단체인 JRC-IPTS(Joint 

Research Centre Institute for Prospective 

Studies)에서는 디지털 시 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사회에서 한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 해서는 

디지털 역량은 하나의 시민의 권리이자 요구라고 

기술하고 있다[1]. 

  디지털 사회 환경에서 한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디지털 도구와 환경에 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이 고루 갖춰져야 하는데 이러한 에

서 볼 때 디지털 리터러시 보다는 디지털 역량이

라는 용어가 더 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디지털 리터러시 모델과 

디지털 역랑 모델 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 4차 산업 명의 시 에 합한 새로운 

디지털 역량의 개념을 정의하도록 한다. 한 디

지털 역량 안에 포함될 핵심요소들을 도출하여 

디지털 역량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디지털 역량 

2.1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통 인 리터러시의 의미는 정보

를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미디어나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

여 정보를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용

하는 능력으로 바 었다. 이러한 리터러시는 시

에 따라 사용되는 기술이 발 하면서 정보 리터

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e-리터러

시, 인터넷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

터러시 등으로 발 하 다. Gilster(1997)에 의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에 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

다. 

  Fastrez (2009)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술  차

원, 인지  차원, 사회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4]. 기술  차원은 정보생산을 한 기술 인 미

디어 사용 능력, 인지  차원은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려는 의도, 사회  차원은 공동체 계 유

지를 한 화, 활동, 참여 등으로 구분하여 정

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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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호(2011)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3가지 역

인 비  이해, 창의  생산, 동  의사소통 

역으로 구분하고 있다[5]. 먼 , 비  이해 

역은 학습자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경험, 그

리고 지식 등을 활용하여 학습 콘텐츠를 능동

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며, 창의  생산 역은 새

로운 의미를 구성하고 안  해결책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여, 동  의사소

통 역은 자신의 생각을 공유  타인의 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하 다. 

  한정선과 오정숙(2006)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3

가지 하  리터러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6]. 먼 , 디지털 미디어와 테크놀로지를 효율

으로 기능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기능  리터러시, 정보를 찾고 이를 목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비  리터러시, 디

지털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책

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사회  리터러시로 정의하고 있다. 

Hobbs(2010)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술  

능력, 비  생각, 분석, 실천, 성찰, 도덕  생각, 

이나 력활동 참여들의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하 다[7]. 

  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정의들이 발 되

어 온 특징을 살펴보면 단순히 정보를 찾아내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에 한 비  사고를 바탕

으로 분석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에 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한 Hobbs는 성찰과 도덕  책임으로 까지 

확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유럽을 심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

어 신 디지털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 그에 한 정의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유사하

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역량이라는 용어는 2006

년에 EU에서 정의한 평생교육을 한 요 역량 

8개 의 하나의 역량으로 사용되었다. 디지털 역

량에 한 정의를 “직업, 휴식, 의사소통을 해 

정보사회 기술을 자신감있고 분별력있게 사용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후 2012년에 유럽 

연합 연구 센터(JRC: Joint Research Center)에서 

디지털 역량의 요 요소를 정의하고 그에 한 

임워크를 마련하기 해 2년 동안의 연구를 

진행하 다[8]. 그에 한 결과로 디지털 역량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 해 ICT와 디지털 미

디어를 사용할 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의 

집합”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모든 일상의 맥락에

서 ICT의 성격, 역할, 기회에 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을 의미한다. 한 정보를 검색, 수집, 처리하

는 능력, 복잡한 정보를 생성하고, 젠테이션

하기 해 툴들을 사용하는 스킬을 의미한다. 

한 이용가능한 정보에 한 비  혹은 반추

인 태도와 상호작용 인 미디어 사용에 한 책

임있는 태도 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단순히 정

보를 검색하고 분석,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데 

요구되는 ICT 지식과 스킬을 사용하는 차원을 넘

어서 태도의 까지 확장되었다.

2.2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역량 하  

요소

  그동안 국내외 연구기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역량 교육을 해 체계 인 임워

크를 개발하 는데 <표 1>은 그 임워크들의  

하  구성요소들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먼  디

지털 리터러시 임워크에 련된 것을 살펴보

면 국의 교육정보화 담 기 인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 역을 1) ICT 능숙도 2) 정보, 데이터, 

미디어 리터러시 3) 디지털 창조, 문제해결, 신 

4) 디지털 의사소통, 력, 참여 5)  디지털 학습

과 개발 6) 디지털 정체성과 웰빙(wellbeing)으로 

구성하 다[9].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 주(2017)의 경우에

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6 가지 역 1) 연구  정

보 리터러시 2) 비  사고, 문제해결 3) 창의성 

 신 4) 디지털 시민의식 5) 의사소통  동 

6) 기술의 운용  개념으로 구성하 다 [10]. 

  국내의 경우,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연

구보고서(2017)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을 1)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해와 활용 2) 디지털 의식·

태도 3) 디지털 사고능력 4) 디지털 실천 역량으

로 구성하고 있다 [12]. 이 연구 보고서의 경우에

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한 이해로서 컴퓨터 

시스템, 인터넷과 네트워크, 코딩, 최신 기술 이슈 

등을 포함시켰으며, 디지털 사고 능력에 컴퓨  

사고력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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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 영역 하위요소
비

고

국
외

JISC

(영국, 연합 
정보시스템 
위원회 )

⦁ICT 능숙도 -ICT 능숙도, ICT 생산성

DL

⦁정보, 데이터, 미디어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창조, 문제해결, 신 -디지털 생성, 디지털 신, 디지털 연구  문제해결

⦁디지털 의사소통, 력, 참여 -디지털 의사소통, 디지털 력, 디지털 참여

⦁디지털 학습과 개발 -디지털 학습, 디지털 가르침

⦁디지털 정체성과 웰빙 -디지털 정체성 리, 디지털 웰빙

British 

Columbia 

주 교육부

⦁연구  정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정보 로세싱 리

DL

⦁비  사고, 문제해결, 의사결정 -학습을 한 문 고  기술

⦁창의성  신 -창의성 표  

⦁디지털 시민의식 -인터넷 안 , 개인정보 보호  보안, 계와 의사소통, 

사이버불링, 디지털 발자국과 평 , 자기 이미지와 정체성, 

창의성 신용  작권, 법  윤리  측면, 기술에 한 

균형잡힌 태도, ICT 역할에 한 이해와 인식

⦁의사소통  동 -기술기반의 통신과 동

⦁기술의 운용  개념 -일반  지식과 기능  스킬, 일상에서의 사용,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 자기효율성을 증명하는 원활한 사용, 디지털 기술에 

한 학습  디지털 기반 학습

JRC

(유럽 연합 
연구 센터)

DigiComp

2.0

⦁정보와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정보  디지털 콘텐츠의 검색  필터링, 평가, 

리

DC

⦁의사소통과 동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상호작용, 공유, 시민 참여, 동, 

네티켓, 디지털 정체성 리

⦁디지털 콘텐츠 생성 -디지털 콘텐츠 개발, 디지털 콘텐츠 통합  재조정, 

작권, 로그래

⦁안 -디바이스 보호, 개인정보 보호, 건강 보호  복지. 환경 

보호

⦁문제해결 -기술  문제 해결, 요구와 기술  응답 정의, 디지털 

기술을 창의  사용, 디지털 역량의 차이 정의

Welsh

(웨일즈 
정부 

교육과정)

⦁시민의식 -정체성, 이미지  평 , 건강과 복지, 디지털 권한 자격과 

소유권, 온라인 행   사이버불링

DC⦁의사소통과 동 -의사소통, 동, 장과 공유

⦁생산 -계획, 소싱과 검색, 생성, 평가와 개선

⦁데이터와 컴퓨  사고 -문제 해결과 모델링, 데이터와 정보 리터러시

Massachus

etts주
(메사추세
스 주 

교육과정)

⦁컴퓨 과 사회 -안 과 보안, 윤리와 법률, 인 계  사회  향

DC

&

CS

⦁디지털 툴과 동 -디지털 툴, 동과 의사소통, 연구

⦁컴퓨  시스템 - 컴퓨  디바이스, 인간과 컴퓨터 트 쉽, 네트워크, 

서비스

⦁컴퓨 사고 -추상화, 알고리즘, 데이터, 로그래 과 개발, 모델링과 

시뮬 이션

<표 1> 국내외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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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lab

⦁기능  스킬(기술 운용 스킬)

⦁창의성  ⦁ 업   ⦁의사소통

⦁정보 검색  선택 ⦁비  사고와 평가

⦁문화  사회  이해 ⦁E-안

 

          하 요소가 정의되지 않음
DL

SWGfL

⦁정보 리터러시 ⦁창작 크 딧과 작권

⦁ 라이버시와 보안 ⦁인터넷 안

⦁ 계와 의사소통 ⦁자기이미지와 정체성  

⦁디지털 발자국과 평  ⦁사이버불링

          하 요소가 정의되지 않음
DL

국
내

KERIS

(한국교육
개발원, 

2017)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해와 활용 -컴퓨터시스템, 소 트웨어 활용, 정보 리, 

인터넷과 네트워크, 코딩, 최신 기술 이슈

DL⦁디지털 의식.태도 -생명 존 의식, 디지털 법 정신, 디지털 

⦁디지털 사고능력 -비  사고력, 컴퓨  사고력, 창의  사고력

⦁디지털 실천 역량 -의사소통과 업, 문제해결, 콘텐츠 창작

   (DL: Digital Literacy, DC: Digital Competence, DC & CS : Digital Literacy & Computer Science)

  한편 Massachusetts 주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 신 ‘디지털 리터터

시와 컴퓨터과학’이라는 표 을 사용하고 있는데, 

디지털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컴퓨터과학 측면을 

강조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13]. 이 

임워크에서는 크게 1)컴퓨 과 사회 2)디지털 툴

과 동 3) 컴퓨  시스템 4) 컴퓨  사고로 구성

된다.

  디지털 역량에 한 임워크로는 유럽 연합 

연구 센터(JRC) 로젝트로 진행된 DigiComp2.0

가 있다. 이 임워크에서는 5개의 역 1) 정

보와 데이터 리터러시 2) 의사소통과 동 3) 디

지털 콘텐츠 생성 4) 안  5) 문제해결 으로 구성

되었다 [14]. 한 최근의 국의 Welsh 정부에서

도 디지털 역량 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는데 1) 

시민의식 2) 의사소통과 동 3) 생산 4) 데이터

와 컴퓨  사고로 구성하 다. 이 Welsh 임

워크의 경우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컴퓨  

교육을 강화시키는 의도로 ‘데이터와 컴퓨  사

고’ 역을 포함시켰다 [15]. 

2.3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디지털 역량으로

  2.1과 2.2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리

터러시와 디지털 역량의 정의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역량(Competence)라는 용어는 사

 의미로는 “어떤 것을 성공 으로 혹은 효율

으로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어떤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스킬”을 

의미한다.  역량의 개념은 본래 직업사회의 필요

에 의해서 등장했으나, 이 개념은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로젝트를 통해 직업이나 직무와 

련된 것에서 벗어나 일반 인 삶의 질과 련

한 논의로 발 하게 되었다 [16]. 즉, 역량을 특정 

상황의 요구에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 감

정, 가치 등과 같은 정의  요소에 기 하여 성공

으로 수행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17]. 

  디지털 리터러시의 경우 원래 리터러시가 가지

고 있는 의미가 읽고 쓰고, 말하고, 소통하는 능

력으로 정보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에 더 

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한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좀 범 한 개념으로 단순한 읽기 쓰기 

외에 다양한 주제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범 한 특징은 각 사람들이 다른 과 수

에서 그것을 고려할 때 잘못된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8] 

  그리고 리터러시의 경우 시 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용어가 컴퓨터 리터

러시, 멀티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미디

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 리

터러시 등의 용어로 발 되어 왔다. 이로 인해 어

떤 리터러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 것에 해 혼

동을 일으킬 수 있다. 와 같은 이유로 디지털 

리터러시 보다는 디지털 역량이라는 표 이 더 

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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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경향을 뒷받침하는 연구로 유럽 연

합 연구 단체인 JRC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 신 디지털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 국의 웨일즈에서도 최근 디지털 역

량 임 워크를 발표하 다. 국 JISC는 디지

털 리터러시에 한 연구로 2014년에 디지털 리

터러시(Digital literacies) 7 요소 모델을 정의하

다. 그런데 2016년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신 디

지털 능력(Digital capabi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여 6개의 요소로 구성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

하 다 [19].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련연구들의 내용을 

토 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 신 디지털 역

량이라는 용어가 더 합하다고 생각이 되어 디

지털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3.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요구되는 역량

3.1 제 4차 산업 명 시 의 특징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제 4차 산업 명이라는 용어가 사용

된 이후  세계 으로 수많은 미래학자와 연구

기 들이 제 4차 산업 명과 미래사회 변화에 

한 망과 응을 한 논의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제 4차 산업 명은 연결성(Hyper-Connected), 

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시킬 것으로 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술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새롭고 다양한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상된다. 자동화 

기술  컴퓨터 연산기술의 향상 등은 단순· 

반복 인 업무와 련된 직업들에 향을 미쳐 

고용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 4차 산업 명은 기술·산업 측면의 

변화와 일자리 지형의 변화를 가져오며 고용 

인력의 직무역량(Skills & Abilities)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해 기술 능력이나 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문제 해결능력(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 컴퓨터/IT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의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 [20]. 

3.2 제 4차 산업 명 시 의 요구되는 역량 

  제 4차 산업 명 시 는 사회·경제·산업·직업과 

일상의 삶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측되므로 이러한 환경에 비할 수 있

는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국내외 으로 4차 산업 명의 시 에 필요한 역

량이 무엇인지에 해 고찰하는 연구들이 수행되

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제안한 역

량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러 연구

들에서 공통 으로 포함하고 있는 요소들은 창의

성, 의사소통, 력이다. IT 스킬  ICT 효율성 

등의 정보 소양 능력 요소도 여러 연구에서 포함

하고 있으며 ACT 재단 (2017)인 경우에는 컴퓨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

구분 연구 요구되는 역량

국내

오호 외 

2인 (2016)

⦁창의성

⦁ 문성

⦁ 신

박가열외

3인 (2016)

⦁의사결정

⦁사회  스킬(의사소통, 력)

⦁창의성

⦁복잡한 문제 해결 스킬

김 철외  

4인 (2017)

⦁정보 사고

⦁창의.융합  사고

⦁공유와 업  사고

⦁ 로벌  사고

⦁공익  사고

⦁변화 응력

APF

(2016)

⦁창의성

⦁사회  계와 력

⦁효과 인 계획과 시간 리

를 통한 일의 완성

⦁IT 스킬

⦁유기  사고

<표 2>  4차 산업 명 시 에 필요한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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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기관

JISC British
Columbia JRC  Welsh

gov.
Massach
-usetts

KERIS
(2017)

Future
-lab SWGfL

 ICT 능숙도
(기술의 운용) O  O O O O

정보  데이터  
리터러시 O  O O O O O O

디지털 창조(생성) O O O O O

디지털 학습 O

의사소통 O  O O O O O O O

력 O  O O O O O O

   창의성  O O O

    신 O  O

비  사고  O O O

문제해결 O  O O O O

디지털 시민의식 O  O O O O O O O

안 과 보안  O O O O O

컴퓨  시스템 O O

컴퓨  사고 O O O

   <표 3> 국내외 기 에서 제시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구성요소 비교 분석 

국외

Roland 

Berger

(2016)

⦁ICT 효율성

⦁자료 이해  활용

⦁학제간 지식과 문지식

⦁의사소통

⦁의사결정

⦁평생학습

⦁ 력

⦁변화 리

ACT

(2017)

⦁창의성

⦁비 사고  문제해결

⦁회복탄력성

⦁다문화

⦁사회 , 감정 지수

⦁가상 력

⦁ 요성에 따른 정보 결정

⦁의미 생성

⦁뉴미디어 리터러시

⦁디자인 마인드셋

⦁학문을 월한 능력 

⦁컴퓨  사고

4.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역량 프레

임워크

4.1 연구 방법

  4차 산업 명시 의 디지털 역량 임워크를 

설계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

을 통해 수행하 다.

  첫째, 련연구 분석으로 기존의 디지털 리터러

시  역량에 한 국내외 연구 자료에서 제시하

고 있는 구성요소들을 비교 분석하여 어떠한 요

소들이 요하게 고려되고 있는지를 악하 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역량)와 4차 산업 명 

시 의 핵심 역량을 비교 분석하여 복된 요소

들을 추출하 다. 한 이 복된 요소를 제외한 

4차 산업 명 시 의 핵심 역량 요소 에 요

하게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분석하

다. 

  셋째,  두 단계를 통해 나온 분석 결과를 토

로 4차 산업 명시 의 디지털 역량 임워

크의 안을 설계하 다.

  넷째, 도출된 안을 가지고 컴퓨터 교육 분야

의 문가 3인으로 구성된 문가 회의를 통해 2

번의 수정  보안하는 단계를 거쳐 최종 으로 

임워크를 완성하 다. 

4.2 기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임워

크들의 분석결과

   <표 3>은 2.2 의 국내외 국가기   연구

기 에서 제시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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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을 분석한 내용을 보여 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사소통’, ‘디지털 시민의

식’,‘정보  데이터 리터러시’, ‘ 력’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국내외 기 에서 포함하고 있는 요소

임을 볼 수 있다. 한 ‘ICT 능숙도’, ‘디지털 창

조’, ‘문제해결’, ‘안 과 보안’ 등도 많은 여러 기

들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디지털 학습’의 경우에는 국의 JISC에서

만 제시하고 있으며, ‘컴퓨  시스템’의 경우에도 

미국 Massachusetts 주의 임워크와 KERIS 

(2017)의 연구에서만 포함되어 있다. 한 ‘컴퓨  

사고’의 경우에는 국의 Walse 주정부와 

Massachusetts 주, KERIS(2017)에서 포함하고 있

는데 최근에 제시된 임워크에서 ‘컴퓨  사

고’ 요소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창의성’

과 ‘비  사고’ 요소들의 경우 British Columbia 

주, KERIS(2017), Futurelab의 임워크에만 포

함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4.3 디지털 리터러시(역량)과 4차 산업 명 

시 의 핵심 역량과의 비교 분석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디지털 리

터러시(역량) 임워크와 4차 산업 명시 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에 한 련 연구 분석을 통

해 이 두 역에서 공통으로 제시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은 ‘창의성’, ‘비  사고’, ‘의사소통’. ‘

동’, ‘문제해결’, ‘IT 스킬’, 과 ‘컴퓨  사고’이다. 

   [그림 1]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요소와 
4차 산업 명 시 의 핵심역량 비교 분석

이러한 요소들은 디지털 역량으로서 뿐만 아니라 

4차 산업 명시 에 요구되는 일반 핵심 역량에

도 해당된다. 

4.4 4차 산업 명 시 의 디지털 역량 

임워크 설계

4.4.1 4차 산업 명 시 의 디지털 역량에 

한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역량에 한 조작  정

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디지털 사회에서 각 구성원들이 일상 인 삶을 

살아가고, 학습하고, 각 분야에서의 작업을 신

이고 창의 으로 수행하기 해 필요한 능력으

로, 디지털 기술에 한 지식, 태도, 스킬  문제 

해결을 한 사고력 등을 포함한다”.

  4.1 과 4.2 의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4

차 산업 명 시 의 디지털 역량 임워크의 

단계  구성도를 설계하 다. 이 구성도를 문가

들의 의견을 반 하여 수정한 후 최종 으로 [그

림 2]와 같이 정의하 다. 먼 , 각 역량 요소들에 

향을 미치는 ‘사고력’  단계가 있고, ‘기본 지식

과 스킬’의 , 지식과 스킬을 이용하여 ‘활용하

고 수행’하는 단계, 활용하고 수행 과정을 통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창작하

는 ‘창조와 실 ’의 단계로 보다 높은 수 으로 

정의된다. 

  4차 산업 명 시 의 디지털 역량에 요구되는 

사고력으로 ‘창의  사고’, ‘융합  사고’, ‘비  

사고’, ‘ 신  사고’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력은 단지 디지털 역량의 측면뿐만 아니라 

일반 역량에서도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컴퓨 사고’와 ‘디자인사고’는 ‘창조와 

실 ’ 단계의 문제해결과 디지털 창조를 해서 

요한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핵심역량은 타원 안에 포함되도록 구성하

는데 ‘기본지식과 스킬’ 단계에 해당되는 요소

로 ‘디지털 기술과 사회의 이해’, ‘디지털 시민의

식’,  ‘안 과 보안’, ‘ICT 스킬’ 등이 포함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사회에 한 이해

와 윤리  태도 등의 정의 인 측면, 디지털 기술

을 활용하여 일을 문제를 처리하기 한 ICT 스

킬과 기술의 안 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

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활용과 수행’ 단계에서는 

하  단계의 스킬, 지식,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문제 해결을 해 실제 정보를 탐색, 분석,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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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수행하는 단계로 서로 력하고 소통하며 

일을 처리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요소들과 함께 

실제 문제해결이나 콘텐츠를 창작하는 ‘창조와 실

’이 최상의 단계가 된다. 

  
[그림 2] 4차 산업 명 시 의 디지털 역량 

임워크 구성도
 

<표 4>는 [그림 2]의 임워크 단계별 구성도

를 바탕으로 하여 내용의 에서 역과 하

 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표 4>의 임워

크도 연구자가 1차 으로 설계한 임워크를 

문가들의 회의를 거쳐 최종 으로 수정·보완된 

것이다. 이 임워크는 크게 5가지 역 ‘디

지털 사회의 이해와 디지털 시민의식’, ‘디지털 기

술을 이용한 의사소통과 력’, ‘비  사고능력

과 정보소양’,  ‘컴퓨  사고와 문제해결’, ‘창의·융

합  사고와 콘텐츠 창작’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사회의 이해와 디지털 시민의식’ 역은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사회  향에 한 

이해  디지털 정체성과 디지털 세계에서의 윤

리  측면, 인터넷을 안 하고 사용하기 한 보

안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하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의사소통과 력’은 

디지털 기술의 지식과 기능  스킬을 포함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의사소통과 력을 

포함한다. ‘비  사고능력과 정보소양’은 정보 

리터러시에 한 내용으로 비  사고 능력이 

강조되는 역이다. ‘컴퓨  사고와 문제해결’은 

문제해결을 한 컴퓨 사고에 한 부분으로 추

상화와 모델링, 알고리즘  로그래 을 포함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창의·융합  사고와 콘텐츠 

창작’은 창의·융합  사고와 디자인 사고를 바탕

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창작하는 부분이 포함된다.

영역     하위 영역

디지털 사회의 

이해와 디지털 

시민의식

∙디지털 기술과 사회  향

∙디지털 정체성과 

∙디지털 권한 자격과 소유권 

∙인터넷 안 과 보안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의사소통과 

력

∙디지털 기술에 한 지식과 

기능  스킬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의사소통과 력

∙디지털 기반 학습

비  사고와  

정보 소양

∙데이터, 정보의 검색 

∙비  사고에 기 한 정보 

분석  평가

∙정보 조직과 활용, 의사결정

∙정보 리

컴퓨  사고와 

문제해결

∙추상화

∙모델링과 시뮬 이션

∙알고리즘과 로그래

창의·융합  사고와 

콘텐츠 창작

∙창의·융합  사고에 기반한 

콘텐츠 창작

∙디자인 사고 기반의 문제해결

∙디지털 신

<표 4> 디지털 역량 임워크의 역별 요소

 

5. 결론

  최근 4차 산업 명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4차 산업 명의 시 에 필요한 핵심역량에 논의

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핵심역량  디지털 역량에 해 살펴보았다.  

  4차 산업 명 시 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에 

한 조작  정의를 하 으며, 그 조작  정의에 따

른 디지털 역량 임워크를 제안하 다. 본 연

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임워크는 기존의 디지

털 리터러시  디지털 역량에 한 연구들을 비

교 분석함과 함께 4차 산업 명의 시 에 필요한 

핵심 역량에 한 련 연구들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되었다. 도출된 임워크는 크게 ‘디지털 

사회의 이해와 디지털 시민의식’,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의사소통과 력’, ‘비  사고능력과 정

보소양’,  ‘컴퓨  사고와 문제해결’, ‘창의·융합  

사고와 콘텐츠 창작’의 5개 역으로 구성이 된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임워크는 문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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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수정·보안이 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해 델 이 기법과 

같은 문가 그룹을 통한 보다 체계 인 조사와 

분석이 향후 연구 과제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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