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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함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및 정보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문에서의 융합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및 정보 교과에서의 융합교육의 

현황이나 방법에 따른 결과 도출, 효과성 검증 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 1종, 중학교 정보 교과서 1종,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 1종을 각기 다른 출판사로 무선 표집하여 

융합교육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과서 내에 융합교육의 시도가 1~2회 정도의 융합교육의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지만,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의 교과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융합교육 자료가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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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제4차 산업의 시대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는 컴퓨팅 사고력(CT, 

Computational thinking)을 갖춘 인재의 함양을 강조되고 있다[1]. 

컴퓨팅 사고력이란 컴퓨팅 시스템의 역량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 사고능력

이다[2].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프트웨

어(SW, Software) 교육을 편성하였다[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강조점은 학습자들이 21세기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역량을 함양시키려는 것이다. 그러

기 위해서 정보 교과를 바탕으로 여러 교과 및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융합이 제시되어 있다[4].

그러나 소프트웨어 및 정보 교과에서의 융합교육의 현황이나 방법

에 따른 결과 도출, 효과성 검증 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소프트웨어 및 정보 교육에서의 융합교육 

현황을 교과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Method

교육과정이 의도한 학습 결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이 

교과서이다[5]. 따라서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 1종, 중학교 정보 교과서 

1종,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 1종을 각기 다른 출판사로 무선 표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I. Results

1. An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Practical 

Arts(Software Education) Textbook 

초등학교 실과 A 교과서에 편재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6학년 4단원 프로그래밍과 소통과 5단원 발명과 로봇 일부에 있다. 

11차시~18차시에 편성된 프로그래밍 도구 활용하기 부분에서는 프로

그램의 구조를 알아보고 나만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수학교과의 사칙연산을 활용하도록 제시되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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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사칙연산의 활용 정도를 수학교과와의 융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융합교육 방법의 구체적 제시 

혹은 융합교육을 위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2. An Analysis of Secondary School Informatics Textbook

중학교 정보 B 교과서에서는 적극적인 융합교육의 방안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다만, 3단원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에서 2차시 추상화와 

문제 해결 부분이다. 학습 내용으로 이야기를 읽고 핵심 문장을 추출해 

봄으로써 추상화 이해, 덕수궁 주변의 위성사진을 지도로 나타내는 

과정을 통한 추상화 과정 분석, 주변의 사물을 통한 추상화하기, 

수학이나 과학 문제와 같이 여러 변수가 작용하는 문제를 단순화할 

때에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 수식으로 표현하기 등의 다 학문적 접근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타 교과의 내용 요소를 예시 정도로만 

활용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융합교육을 구현했다고 판단하기에

는 다소 어렵다.

3. An Analysis of High School Informatics Textbook

고등학교 정보 C교과서에는  2단원 자료와 정보에서 이미지 정보의 

표현 부분에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만화 채색하기로 미술과와의 융합을 

1차시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4단원의 컴퓨팅 시스템의 2. 피지컬 

컴퓨팅 소단원에서 토양 수분 상태 모니터링 프로그램 수정하기를 

통하여 과학과와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이 외의 부분에서는 타 교과와

의 직접적 관련성이 있거나 내용 요소가 사용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정보 및 실과 교과서 상에 나타나 

있는 융합교육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교과서 내에 융합교육의 시도가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1~2회 

정도의 융합교육의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 교육과정보다 긍정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성격, 목표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체 차시에 

비해 융합 교육이 조금이라도 시도되거나 시도될 가능성이 보이는 

차시는 극히 적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교과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융합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내용을 

확장하여 진정한 의미의 융합교육을 통해 각 교과의 학습 이점을 

살리고, 시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 자료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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