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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코로나19가 초래한 비대면 시대에 SW교육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면 및 비대면 수업방식에 따른 SW교육

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20년 전국 30개 SW 영재학급의 교육과정 운영현황을 수
업 방식(대면, 비대면, 혼용)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후 계획 대비 수업시수 및 1인당 산출물 제작 결과를 양적 분
석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계획한 시수 대비 가장 많은 수업을 소화한 수업의 종류는 비대면 수업
(90.9%)이었으며, 다음은 대면 수업(84.2%)이었고, 가장 적은 것은 혼용 수업(80.5%)이었다. 학생 1인당 산출물
평균 개수는 대면수업(0.504개) 그룹이 가장 많았으며 혼용수업(0.421개) 그룹과 비대면수업(0.42개) 그룹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비대면 중심의 수업을 진행한 영재학급은 가장 많은 수업시수를 확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방식에서는 영재학급의 1인당 산출물 개수가 부족했다. 즉 비대면 방식은
시수 확보에는 유리하나, 산출물을 지도하는 것을 교사나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
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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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for SW education to be established in the era of non-face-to-face caused by COVID-19, research on

the efficiency of SW education according to face-to-face and non-face classes is needed. Therefore, this study
classified the operation status of the curriculum of 30 SW gifted classes nationwide in 2020 according to the class
method(face-to-face, non-face, and blended). Subsequently, the results of class time and production per person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According to the study, the type of classes that per-
formed the most classes compared to the planned number of hours was non-face-to-face(90.9%), followed by
face-to-face(84.2%) and the least was blended(80.5%). The average number of products per student was the high-
est in the face-to-face class(0.504), while the blended class(0.421) and non-face-to-face class(0.42).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non-face-to-face approach is advantageous in securing the number of hours, but various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solve this problem because teachers and students find it difficult to guide the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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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시대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이를

이용한 융합이 이루어낸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

의 변화는 기존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인재를 필요로 하

게 되었다.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 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해결 방안

을 찾아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SW교

육은 점차 중요성이 인정받고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학교와 학생에게 큰 변화를 가져

왔다. 헌정사상 최초로 개학을 연거푸 연기했고, 수업공

백을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순차적으로 온

라인 개학을 발표하였다[1]. 이처럼 갑작스럽게 비대면

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학생들은 물론 대부분의

교사와 전문가들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처럼 코

로나19는 급작스러운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을 우리에

게 강요하였는데[2], 이와 같은 영향은 일반 수업 뿐 아

니라 방과 후 진행되는 SW영재학교 수업에도 큰 영향

을 미쳤다. 이에 따라 SW교육에서 수업방식(대면, 비대

면, 혼용) 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각각의 장점을 살리

고,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정보교육계에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30개 SW영재학급의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연구하여 수업방식에 따른 수업시수 및 산

출물 제작 개수를 분석하였다.

첫째, 전국 30개 영재학급의 운영계획서-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분석하여 대면-비대면-혼용 그룹으로 분

류하였다.

둘째, 최초 계획한 수업시수 대비 최종 수업시수 비

율을 그룹별로 비교하였다.

셋째, 학생 1인당 산출물제작 개수를 그룹별로 비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국내의 SW 및 SW영재교육 현황

세계 여러 나라들이 SW와 AI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

지고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함에 따라 국내에서

도 자연스럽게 SW교육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기 시작했

다. 우리나라도 세계 추세에 발맞춰 2015 개정 교육과정

의 실과 과목에서 SW교육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제반 준비가 부족한 점과, 절대적인 시수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SW

교육의 목표만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인재들에게 꼭

필요한 CT의 역량을 기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핵심

인재들에게 CT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015 개정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교

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이하

SW영재학급)이 만들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으로

2016년부터 SW영재학급이 운영되기 시작했다[3]. SW

영재학급에서는 전국 30학급에서 매년 최대 600명의 학

생들을 선발하여 CT 핵심역량[4]을 가르치고 있다.

2020년도 영재학급은 <표 1>과 같이 초등 19개 학급과

중등 11개 학급이 있다.

<Table 1> 2020년 SW영재학급 현황[5]

SW영재학급에서는 매해 산출물 대회를 진행한다.

SW영재학급의 학생들은 영재학급을 수강하며 얻은 다

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 혹은 팀을 이루어 자유로운

주제를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산출물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문제해결력과 창의력, 협업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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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를 수 있다. 이 활동은 SW영재학급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2.2. 대면 및 비대면 수업방식

교육부는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춰지자 원격수업을 바

탕으로 한 온라인 개학을 제시하였다. 이는 원격학습을

통한 학습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6]. 이와 같은

온라인 수업은 기존의 수업방식과 비교하여 여러 차이

점이 있다. 그래서 온라인수업과 전통적 수업과의 비교

를 통해 온라인수업이 가진 강점과 한계점을 알아보려

는 시도가 계속되어왔다.

우선 최미나[7]는 동일 교수자의 똑같은 수업 상황에

서 두 가지 학습자 그룹을 나누었다. 한 그룹은 대면 수

업을 실시하고, 다른 그룹은 이러닝(E-Learning) 동영

상 수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룹별로 학업성취, 학습

만족도 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

과,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만족도 및 학업성취가 대면

수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박종철[8]의 사이버

가정학습과 대면수업의 학습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에

서 사이버 가정학습이 교사의 대면 수업보다 학업성취

도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 나타났다. 또

한 학생들은 학업성취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이버

가정이 전통적 수업에 비해 학습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통적 수업과 온라인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비교는 연구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와 관

련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수업 형태는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섞어서 운영하는 혼용(Blended Learning) 학습

이다. 대표적으로 플립드 러닝[9]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수업시수 대비 대면수업 비율을

기준으로 수업방식을 분류하였다. 즉 대면수업을 80%이

상 실시한 경우 대면그룹, 20% 이하는 비대면그룹, 20%

초과 80% 미만인 경우 혼용그룹으로 분류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

창의재단의 주도 아래 선정된 전국 30곳의 SW영재학급

을 대상으로 한다. <표 2>와 같이 현재 SW에 재능과

관심이 많은 500여 명의 학생들과 130여 명의 강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순 학교급 학교명
학생 수
(명)

비고

1 초등 김해내동초 18
2 중등 예당고 12
3 초등 제산초 17
4 중등 광주동신여중 10
5 중등 동수영중 20
6 초등 회덕초 20
7 중등 덕소중 20
8 초등 화도초 19
9 초등 인천연송초 13
10 초등 학운초 23
11 초등 사천용산초 20
12 초등 효성초 18
13 중등 경민여중 11
14 초등 경민여중 9
15 중등 광명북중 17

16 초등
문경지원청
영재교육원

15

17 초등 인천소양초 14
18 초등 임진초 20
19 중등 포산중 14
20 초등 목포동초 19
21 중등 선린인터넷고 25 2개 학급
22 중등 대전지족중 10
23 초등 홍광초 7

24 초등 홍광초 13
중학생 5명
포함

25 초등 장복초 20
26 초등 목포석현초 20
27 초등 운유초 20
28 초등 사직초 12
29 초등 비금동초 16

<Table 2> 연구 대상 분포도

3.2. 연구방법 및 절차

먼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뒤, 전국 30개 SW영

재학급의 계획서-중간보고서-최종 보고서[10]를 분류하

고 분석하여 결론 및 제언을 도출하였다. 단 선린인터넷

고는 2개학급을 운영하였지만 보고서를 1개로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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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1개 학급으로 취급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 및 절차를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Fig. 1) 연구 절차

4. 연구결과

4.1. 수업방식 분류

SW영재학급을 전체수업시수 대비 대면수업 비율을

기준으로 그룹을 분류하면 <그림 2>와 같다. 최종적으

로 14개 학급이 전통적인 대면수업 방식을 사용한 그룹

으로 분류되었다. 10개 학급은 혼용 수업 그룹으로 분류

되었으며, 비대면 수업으로 5개 학급이 분류되었다. 그

리고 최종 수업시수 대비 온라인수업 비율은 약 33.15%

였다. 비교적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는 2021년도

SW영재학급은 중간보고서 상에서 대면 25, 혼용 3, 비

대면 2그룹으로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수업 비율도 약

10.24%에 머물고 있어 2020년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Fig. 2) 2020년 최초-중간-최종 수업운영 방식

4.2. 수업시수 비교

전국의 SW영재학급 교육과정에서 진행된 수업시수

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이를 다시 교육과정 운영

방식(대면/비대면/혼용)에 따라 그룹별로 2020년 운영한

시수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Fig. 4)과 같다.

수업시수
(시간)

학급당
수업시수
(시간)

계획대비
소화비율
(%)

중간 1428 49.2 48.51

최종 2480 85.5 84.24

계획 2944 101.5 100

<Table 3> 2020년 SW영재학급 수업시수 비교

(Fig. 3) 2020년 그룹별 계획대비 운영 시수 비율

계획대비 운영시수 전체 그룹 평균은 약 84.24%였다.

비대면 수업 그룹이 가장 많은 시수를 소화하였고(약

90.9%), 대면수업 그룹(약 84.2%), 혼용수업 그룹(약

80.5%)이 그 뒤를 이었다.

4.3. 산출물 비교

먼저 SW영재학급의 산출물 제작에 피지컬컴퓨팅을

연계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와 활용된 도구(교구)에 대해

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29개 학급 중 27개 학급에서 피

지컬 컴퓨팅 교구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활용

된 교구로 마이크로비트(10개 학급), 아두이노(8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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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ev3(4개 학급) 등이 활용되었다. 그 후 수업 운영방

식(대면/비대면/혼용)에 따라 만들어낸 산출물 개수를

비교해 보았다. 산출물 개수는 운영 그룹별 학생 수도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학생 수와 같이 비교해가며 알

아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면수업 그룹

의 학생당 산출물 갯수가 비대면, 혼용 그룹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업방식
학생
평균(명)

산출물
평균(개)

학생당
산출물
평균(개)

대면 15.9 8 0.505

비대면 11.4 4.8 0.421

혼용 19.3 8.1 0.42

전체 평균 16.3 7.5 0.46

<Table 4> 수업 방식에 따른 산출물 개수

5.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SW영재학급 수업이 온

라인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실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SW영재학급 교육과정 운영이 어떻게 변화되

었는지의 비교를 통해 이후 비대면 중심의 SW영재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봤다. 이를 달성하

기 위해 영재학급의 교육과정 운영현황을 계획 단계, 중

간 실행 단계, 최종 단계로 구분하여 전체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이들을 수업운영 방식(대

면, 비대면, 혼용) 및 권역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리고

계획 대비 최종 교육과정 시수 비율 및 산출물 제작 정

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W영재학급의 최초

계획한 시수 대비 실제 진행된 교육과정 시수 실행율은

약 84%로 나타났다. 둘째, 계획한 시수 대비 가장 많은

수업을 소화한 수업의 종류는 비대면 수업(90.9%) 그룹

이었으며, 다음은 대면 수업(84.2%) 그룹이었고, 가장

적은 것은 혼용 수업(80.5%) 그룹이었다. 셋째, 학생 1

인당 산출물 평균 개수는 대면수업(0.504개) 그룹이 가

장 많았으며 혼용수업(0.421개)과 비대면수업(0.42개) 그

룹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가 강

화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중심의 수업을 진행한 영재학

급은 실제 교육과정 시수가 많이 줄지 않았다는 결론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으로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시점에

서, 수업 시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비대면수업

을 적극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SW수업의 비대면 비중을 확대할 때 고려해

야할 점이 있다. 바로 SW영재학급 수업 중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하는 산출물제작 및 산출물대회다. 약 93%에

이르는 대부분의 SW영재학급이 산출물 제작에 피지컬

컴퓨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수업 그룹

에서 1인당 만들어낸 산출물 수는 혼용과 비대면 수업

그룹의 그것보다 20% 이상 많았다. 즉 온라인 수업을

통해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교사나 학생들이 어려

워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나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은 SW영재

학급 원격수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

제작해야 한다. 실제 보고서의 요청사항 등에서 산출물

제작에 적용 가능한 교육사례나 동영상 강좌를 요청하

는 교사가 상당수 있다. 또한 해당학급 교사들에게 학생

들과 비대면 수업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연수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SW

영재학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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