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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 학교에서의 소 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하고, 다양한 소 트

웨어 교육 정책을 펼치며 컴퓨터․정보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실제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 ICILS 2013 이후 우리나라의 

컴퓨터․ 정보 소양 교육 환경은 격한 변화를 맞이하 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를 면 히 

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ICILS 2018 비검사에 참여한 국 32개 학교를 상으로 소 트웨

어 교육 황을 조사하고 분석하 다. 

1. 서 론

 최근 컴퓨터정보 소양 교육이 미래 핵심 역량으로 

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 

수 을 개 으로 악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에서 주 하는 국제 컴퓨터

정보 소양 연구(International Computer Information 

and Literacy Study; 이하 ICILS)가 시작되었다[1].  

우리나라는 지난 ICILS 2013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

의 컴퓨터정보 소양은 체 14개 참여국 에서 5

를 차지하여 비교  상 권을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ICILS 2013 이후 다양한 컴퓨터정보 소

양 교육 정책을 활발히 개하 다.

2014년 ‘소 트웨어 심사회 실  략’을 통해 ‘

ㆍ 등 소 트웨어 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 으로 컴퓨터ㆍ정보 소양 강화를 한 다양한 노

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2]. 그리고 ‘소 트웨어 교육 

운  지침’을 개발ㆍ보 하여 2015년부터 희망하는 

등학교  학교에서 정규 교과 는 창의  체험활

동에서 소 트웨어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

다. 한, 2015년 ‘SW 심 사회를 한 인재양성 추

진계획’을 발표하 다[3].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등학

교는 실과 교과에서 소 트웨어 교육을 17시간 이상 

필수로 하고, 학교는 기존의 선택 교과인 ‘정보’ 과목

을 필수 교과로 지정하여 3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

다. 고등학교는 기존의 심화선택 과목인 ‘정보’ 과목

을 일반선택 과목으로 지정하 다. 그 이후에도 다양

한 소 트웨어 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다[4][5].

ICILS 2013 이후 우리나라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펼치며 소 트웨어 교육을 강화하 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소 트웨어 교육 황을 조사하여 면 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32개 

학교를 상으로 소 트웨어 교육 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시사 을 제시하 다.

2.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

2.1 ICILS 2018

우리나라는 ICILS 2013 첫 번째 주기 이후, 두 번째 

주기인 ICILS 2018 연구에 참여한다. ICILS 2018 연구

는 <표 1>과 같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평가틀  

평가도구를 개발하 으며 2017년에는 비검사를 시행

하 고, 2018년에 본검사를 시행하며 2019년에 결과 

분석  발표를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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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ICILS 2018 연도별 추진 내용

ICILS 2018 에서는 컴퓨  사고력 평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평가틀  평가 문항을 새롭게 수정·보완하

다[1]. 이에 따라 컴퓨터·정보 소양을 ‘컴퓨터를 사

용하여 자료를 조사, 생성,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

는 능력’으로 재정의하 다[6]. 

ICILS 2013의 컴퓨터ㆍ정보 소양 개념을 ICILS 

2018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디지털 정보로 수정하

고, 주요 역으로 컴퓨터 이해, 정보 수집, 정보 생

산, 디지털 의사소통 총 4개 역으로 세분화하 다. 

추가된 컴퓨  사고력은 문제의 개념화, 해결방안의 

조작으로 세분화하 다.

[그림 1] ICILS 2018 비검사 평가틀(안)

3. 소프트웨어 교육 현황

소 트웨어 교육 황을 조사하기 해 국내 32개 

학교를 상으로 2017년 6월8일부터 6월 16일까지 

ICILS 2018 비검사 시행기간 동안 추가로 조사 하

다. 설문 조사는 2017학년 학교 교육과정에 정보 과목 

편성, 2016학년 신입생(2017년 당시 2학년 재학생)의 

정보 과목 3개년 편성 시수, 소 트웨어 교육 연구선

도학교 운  여부 등을 조사하 다. 그리고 학생 

640명을 상으로 소 트웨어 학습 련 경험을 설문

조사 하 다.

4. 결론 및 논의

미래 핵심 역량으로 컴퓨터․정보 소양이 강조됨에 

따라 련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을 국제 인 수 에서 평가하는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CILS)가 시작되었다. 우리나

라는 지난 2013년에 시행된 ICILS 2013을 시작으로 

ICILS 2018에 참여한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소

트웨어 교육 환경은 격한 변화를 맞이하 다. 따라

서 지난 5년의 변화가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에 

미치는 향을 면 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

경으로 본 연구는 ICILS 2018 비검사 참여 학교의 

소 트웨어 교육 황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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