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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정보교육을 하기 위해 얼마나 시수가 필요할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 소재 사립초
등학교의 정보교육 시수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최근 실시된 2022개정교육과정 온라인 토론참여 및 조사결과
안내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가 정보교육이 강화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립초등학교에서의 정보교
육은 2015개정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실과교과에 별도 단원으로 구성되어 17시간 이상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서
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28개의 평균 정보교육 시수를 조사한 결과 6년 동안 약 152시간의 정보교육시수를 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공립초등학교와 약 9배정도의 교육시수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인공지능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교육시수는 학생들의 미래역량강화를 위해 꼭 확보되어야 한다. 따
라서 초등학교급에서도 정보교육을 하나의 교과로 독립하고 시수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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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hours for computer science education in private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in order to find out how many lesson hours are required. According to online discussion participation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survey results, it was found that students and parents wanted computer science education
to be strengthened. Information education in public elementary schools consists of a separate unit in the practical
subject based 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is to be implemented for more than 17 hours.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average hours of computer science education based on school reminder of 28 privat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it was found that about 152 hours of information education were being operated for 6 years.
This is about 9 times the gap in education hours compared to public elementary schools. Artificial intelligence is
emerging as important, so the lesson hours of information education must be secured to strengthen students' fu-
ture competency in morden society. Therefore, informatics curriculum should be independent as a subject and se-
cure the number of hours in the elementary schoo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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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2 개정 교육과정 온라인 토론 참여 및 조사결과

안내에 따르면 초ˑ중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

어야 할 교육으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교육을 1

순위로 선택한 사람은 9.0%로 전체 항목 10개 중 4등, 2

순위로 선택한 사람은 13.7%로 3등을 차지하였고 디지

털 리터러시 교육을 1순위로 선택한 사람은 3.8%로 9

등, 2순위로 선택한 사람은 13.7%로 전체 항목 중 7등

을 차지하였다.

(Fig. 1) Education that needs to be strengthened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1]

이번 조사를 살펴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강화되

어야 할 교육 영역에 정보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항목이 상위 10개 중에 2개라는 점에서 정보교육의 중

요성에 대해 교육 당국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더 강화하

려고 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는 정보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반면에

교사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데이

터를 통해 알 수 있다.

국내 정보 교육 전문가 51명이 참여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정보과 교육 표준 교육과정 제안을 살펴보

면 초등학교의 경우 매 주 1시간의 컴퓨터교육이 필요

하다고 보고 각 학년군마다 68시간의 시수를 산정하였

고 중학교는 매 주 2시간의 수업을 고려한 136시간, 고

등학교는 그보다 적은 공통 102시간과 선택 102시간을

제안하고 있다[2].

현재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보교육의 시수는

2015개정교육과정을 기준으로 5~6학년군 실과에서 17차

시 이상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에서 자

율적으로 시수 편성이 가능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내

의 정보통신교육은 학교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2000년대에는 지금보다 정보 시수가 많

았다. 앨빈토플러가 김대중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작성

한 “위기를 넘어서: 21세기 한국의 비전” 이라는 보고서

에 따르면 21세기에 사라져 가는 산업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

다[3]. 정부에서 발표한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

육 운영지침”은 그러한 내용에 발맞춰 주당 1시간 이상

정보교육 시수를 편성하여 6년간 200시간의 정보교육을

실시하였다[4].

사립초등학교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학교에

서 정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0년 이상 이어온 정보교

육의 운영 방안은 공립초등학교의 정보교육에도 시사점

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립초등

학교의 정보교육 운영 시수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초등교육

초등교육의 ‘초(初)’의 한자어는 처음이라는 의미를,

‘등(等)’의 한자어는 무리, 등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

다. 즉, 사전적인 의미로 초등교육이란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기초교육을 의미한다. 초등교육을 영어로 표현

하면 ‘elementary education’ 혹은 ‘primary education’

이 되는데 ‘primary education’은 학교의 순서에서 첫 번

째를 의미하고, ‘elementary education’은 가장 처음 배

우는 초보적인 교육을 의미한다[5]. 다시 말하면 초등교

육은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체계를 배우는데 가장

처음 배우는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꾸준히 배워야 함을 의미한다.

2.1. 정보교육과 구성주의

구성주의는 지식의 본질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이

해하고 지식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것인지에 주목하는

하나의 학습이론이다[11].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인지적

구성주의 이론으로, 피아제는 학습자의 지식 구조 형성

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주변 환경의

영향은 아니며 동화를 거쳐 새로운 지식 구조를 구성한



공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정보교육 시수 비교 연구   109

다는 것을 설명하였다[8].

페퍼트는 “Mindstorms: Children, computers, and

powerful ideas”에서 교육은 학습자들이 지식 구조를 형

성하는 데에는 구체물을 통하여 자신의 지식 수준을 끌

어올릴 수 있게 교수자가 도와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6]. 다시 말하면 페퍼트의 구성주의에서의 교육적 개입

은 교수자가 적절한 수업 구성을 통해 학습자에게 지식

의 불균형, 동화의 상태를 거쳐 지식을 재구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정보교육에서 페퍼트의 주장은 어린이들은 단순히 컴

퓨터를 사용하는 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창의적으로

자신만의 코딩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0]. 이는 현재 우리가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

지침이 발표된 2000년대 이후에 계속 추구하고 있는 방

향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39개 중 학교알

리미에 정보교육의 시수를 표시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연간 정보교육 시수를 분석하였다. 39개 초등

학교 중에서 현재 폐교된 1개 학교를 포함하여 시수를

명시하지 않거나 일부 학년의 정보교육 시수만을 표기

한 10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사립초등학교의 정

보교육 시수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공립보다 적

은 수업 시수를 실시하는 학교는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교감, 연구부장, 교육과정부장 교사와 인터

뷰를 통해 실제로 수업하고 있는 시수를 확인하였다.

(Fig. 2) List of Private and National Elementary
Schools in Seoul[9]

3.2. 정보교육 시수 정의

여기서 정보교육 시수란 2015개정교육과정 5~6학년

실과교과에 해당하는 컴퓨터교육과 학교에서 자체적으

로 편성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정보통신교

육을 포함하였다. 그 이외의 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된 창

의적 체험활동에 해당하는 ICT교육, SW교육, AI교육,

메이커 교육 등은 정보교육 시수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정보윤리교육, 교과목과 정보 교육을 융합한

차시, STEAM 교육, 방과후 교육, 학년 전체가 아닌 특

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 범교과 학

습 주제에서 다뤄지는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등은

정보교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정보교육이라고 하기

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기에 이번 조

사에서는 정보교육 시수에서 제외하였다.

3.3. 그룹화

조사한 정보교육 시수를 바탕으로 한 학기에 매주 한

번 정도의 수업 시수를 편성하여 1년에 평균 17시간 미

만의 수업 시수를 가진 그룹을 A그룹이라 하고, 매주

한 번 이상의 수업 시수를 편성하여 1년에 평균 17시간

이상 33시간 이하의 수업 시수를 가진 그룹을 B그룹이

라 하고, 매주 1시간 이상의 수업으로 1년에 34시간 이

상의 정보 수업을 매 학년 하는 그룹을 C그룹으로 분류

하였다. 단, 그룹화를 할 때 학교알리미에 나온 정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개인적으로 특정 학교의 교사와

인터뷰한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A그룹
B그룹

C그
룹

(Fig. 3) Grouping the infomatics lesson hour
per a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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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사립초등학교의 시수 조사

학년
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총계

A1초등학교 4 4 6 6 10 10 40
A2초등학교 6 6 8 8 8 8 44
A3초등학교 15 15 14 15 17 17 93
A4초등학교 17 17 17 17 15 15 98
B1초등학교 17 17 17 17 17 17 102
B2초등학교 17 17 17 17 17 17 102
B3초등학교 17 17 17 17 17 17 102
B4초등학교 17 17 17 17 17 17 102
B5초등학교 17 17 17 17 17 17 102
B6초등학교 17 17 17 17 17 17 102
B7초등학교 17 17 17 17 17 17 102
B8초등학교 27 21 20 18 17 17 120
B9초등학교 18 28 17 17 19 29 128
B10초등학교 17 17 17 17 34 34 136
B11초등학교 24 26 28 20 27 27 152
B12초등학교 30 30 30 30 17 17 154
B13초등학교 22 22 20 20 39 32 155
B14초등학교 37 30 23 35 28 27 180
B15초등학교 21 17 43 35 32 35 183
B16초등학교 36 36 34 24 19 35 184
B17초등학교 30 30 30 29 34 34 187
B18초등학교 32 32 32 32 32 32 192
C1초등학교 34 34 34 34 34 34 204
C2초등학교 36 34 33 33 34 34 204
C3초등학교 35 35 37 33 37 37 214
C4초등학교 41 41 41 41 41 41 246
C5초등학교 76 70 39 39 38 35 297
C6초등학교 50 50 50 50 67 67 334

평균 25.96 25.50 24.71 24.00 25.64 26.29
152.1
1

* 단위 : 시간

<Table 1> Analysis of the informatics curriculum hours in
Seoul private elementary schools

<Table 1>과 같이 조사한 사립초등학교는 모든 학년

에서 평균 24시간에서 26시간 사이의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학기를 34주로 가정하고 학

사일정에 있는 다양한 행사를 제외한다면 거의 매 주 1

회 이상의 정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2. 사립초등학교의 시수 그룹화

분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A그룹은 4개 학교, B그룹

은 18개 학교, C그룹은 6개 학교가 해당하였다. 하지만

A그룹에 해당하는 학교 4개 모두 교사와 직접 전화하여

교육과정에 대해 문의한 결과 실제로는 1주일에 1시간

이상의 정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

가 정확하지 않아 표에 기재하지 않은 학교 10개 중 7

개 학교의 정보교육 시수는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고

그 중 1개는 A그룹에 해당하는 시수라고 밝혔고, 5개는

B그룹에 해당하는 교육 시수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1개

는 C그룹에 해당하는 교육 시수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 한편 인터뷰에서 교육과정에는 나타나 있지 않

은 융합교육, 동아리활동, 방과후활동 등을 통해 명시되

어 있지 않은 더 많은 정보교육을 한다는 교사들의 공

통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사립학교들

은 조사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3. 학년군별 시수 비교

공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학년군별 정보수업

시수를 (Fig. 4)와 같이 비교해보았다.

(Fig. 4) List of Privat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Fig. 4)를 통해 1~2학년군과 3~4학년군에서 이미 약

100시간의 정보교육 시수 격차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5~6학년군에서도 약 30시간 이상의 정보교육 시

수 격차가 발생하여 6년 동안 약 135시간의 정보교육

시수가 발생함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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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초등학

교 정보 시수의 증가는 학부모, 학생, 전문가 모두가 요

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립초등학교보다 더 많은

정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립초등학교의 정보교육 시

수를 살펴보았고 연간 평균 매주 한 시간 이상의 정보

교육을 꾸준히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공립초등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정보교육은

2015개정교육과정을 기준으로 5~6학년 실과교과에 별도

단원으로 편성된 17시간인데 비해 사립초등학교의 6년

평균 정보교육 시간은 약 152시간으로 사립초등학교가

공립초등학교보다 약 9배의 정보교육 시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사립초등학교의 정보교육 시수가 많다고 하는 것이

더 우수한 교육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립초등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공립초등학교에서

해야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사립초등학

교는 공립초등학교와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

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고 공립초등학교에 비해 수업의

시수가 많기 때문에 정보교육 시수가 많은 것이 가능하

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 모두 컴퓨터실이 있고, 각 교실에 무선네

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적어도 정보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보교육은 인공지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현재

중요한 기초소양을 다루는 교육이다. 신승기(2021)는 인

공지능교육을 하는 데에 프로그래밍이 핵심이기 때문에

2015개정교육과정의 17시간의 수업 시수는 기초역량을

기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7]. 이는 실과 교육과

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교육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과교육에서는 정보뿐만 아니라 다뤄야 할 가치

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초등교육이란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배워야 할

지식을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다. 정보교육을 초등교육

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

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운영되어 모든 초등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정보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

다. 이러한 보편적 정보교육은 미래사회에서 사회적, 경

제적으로 수직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급에도 정보교과가 신설되고 독립적

인 시수가 확보되어 누구나 체계적인 정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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