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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importance of computing technology is emphasized, Korea has revised the educational curriculum to teach SW education 

compulsory a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level. For successful SW education, it is very important not only to require an 

educational environment and educational materials, but also to obtain the capacity of the teachers who are responsible for SW education. 

However, due to the lack of research on specifically examining the present state of teachers’ SW competencies, there are many 

deficiencies in establishing a concrete teacher’s training and a support plan for SW education. This study is to develop test tools and 

apply to measure a common sense about a computer, the latest IT technology algorithm design and a programming ability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SW competency of current teacher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understanding of common sense about a 

computer and the latest IT technology is very high, on the other hand the algorithm design and programming ability were analyzed 

as low. Therefore, the implications for SW education teacher’s training and a process of prospective teachers’ training ar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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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  기술의 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등 학교 에서 SW교육을 의무 으로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 다. 

성공 인 SW교육을 해서는 교육환경과 교육자료를 구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SW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 한 

매우 요하다. 하지만 교사의 SW교육역량과 련하여 재의 상태를 구체 으로 진단하고자 한 연구는 미비하여 원활한 SW교육을 한 

교사연수와 지원계획을 구체 으로 수립하기에는 부족 이 많다. 본 연구는 직교사의 SW교육역량 수 을 확인하기 한 목 으로 컴퓨

터 상식, 최신 IT기술, 알고리즘 설계, 로그래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를 제작하여 용하 다. 연구결과 컴퓨터 상식과 최신 IT기술

에 한 이해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알고리즘 설계와 로그래  능력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SW교육 교원연수와 교원양성과

정에 한 시사 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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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정보통신기술(ICT)의 발 에 따라 등장한 인공지능, 빅데

이터, 로 ,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이 사회와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1]. 제4차 산업 명의 핵심동인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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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컴퓨  기술의 발 은 기존 학문 역과 융합하여 새로운 

학문의 출 과 발달, 더 나아가 인류의 문화에 향을 미치고 

있다[2]. 컴퓨  기술의 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미국, 국, 

일본 등의 주요국에서는 미래인재의 컴퓨  역량을 확보하기 

한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3-5]. 우리나라에서도 교

육과정 개정을 통해 등학생과 학생을 상으로 SW교육

을 필수화하여 컴퓨  사고력의 향상에 을 둔 교육의 

용을 앞두고 있다[6]. SW교육의 필수화에 비하여 SW선도

학교와 SW연구학교를 운 하여 교재, 교육 로그램, 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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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과정안, 교사연수 등을 비하고 있다[7]. 하지만 SW교육

은 최근에 시작되어 연구내용이 부족할 뿐 아니라 SW교육을 

수행하는 주체인 교사가 SW교육에 해 경험한 이 없는 

경우가 부분이라 SW교육의 의무화를 앞두고 교사의 교육 

비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SW교육의 성공을 해서는 교사의 교육역량이 매우 요하

다. 효과 인 SW교육을 해서 교사는 교과 내용에 한 지

식과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수업을 계획하는 지식, 

달하기 한 방법에 한 지식 등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8][9]. 최근에서야 SW교육과 련된 교사교육이 교원양성기

과 교사연수과정에 반 되고 있다는 을 고려한다면, 교

사의 SW교육과 련된 문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10]. 이러한 을 고려하여 SW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컴퓨터교육 공자로 신규임용하거나 기존의 교사를 상으

로 복수 공연수, 직무연수, 심화연수를 진행하는 등의 문

성 향상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1]. SW교육을 담당하

는 교사를 상으로 연수를 수행하거나 교보재를 제작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SW교육과 련해서 

교사의 역량을 측정하거나 능력을 확인하고자 한 연구는 미

비하여 SW교육을 담당할 교사에 한 구체 인 수 을 정확

하게 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효과 인 연수를 제공

하기 해서는 SW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능력과 수 에 한 

정확한 분석이 필수 일 뿐 아니라 향후 SW교육을 한 교

사연수와 교사양성과정에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교사를 상으로 하는 SW교육역량을 분석하는 연구가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W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SW교육을 담

당할 교사의 능력을 구체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교사의 

능력의 역을 구분하고, 수 을 설정하기 해 SW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고 정보

윤리 의식을 함양하는 것과 더불어 컴퓨터 과학의 지식과 기

술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로그래  

도구를 사용하여 SW를 제작하는 융합인재양성을 목표로 하

고 있다[11]. 즉, SW교육은 컴퓨터 과학과 련된 지식과 문

제를 컴퓨  워로 해결하기 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로그래 하여 소 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SW교사의 능력을 ICT 리터러시 능력과 로그래  능

력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SW교육과 련

된 교사의 능력을 평가하기 한 목 으로 컴퓨터 상식, 최신 

IT 기술, 알고리즘 설계, 로그래  역으로 구분하여 검사

도구를 개발하 고, 국단 로 교사를 모집하여 평가하 다.

2. 련 연구

SW교육과 련지어 개인  자기기입법 설문이외에 구체

인 문항을 통해 교사와 비교사의 능력을 측정한 선행연

구를 구분하면, ICT 리터러시 수  측정과 로그래  능력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2.1 ICT 리터러시 수  측정

ICT 리터러시는 ICT를 활용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며, 비 으로 분석하고, 효율 으로 

리하고 활용하며, 목 에 맞게 새로운 정보를 제작함으로

써 타인과 효과 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12]. 즉, 

컴퓨터 과학의 기 인 지식과 ICT를 활용하는 지식을 바

탕으로 정보사회에서 기본 인 정보생활을 해서 필수 으

로 요구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는 학생의 ICT 리터러시 수 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교육

인 시사 을 제공하기 한 목 으로 국가수 의 ⋅ 학생 

ICT 리터러시 수  평가 연구를 지속 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가수 에서 ⋅ 학생을 상으로 ICT 리터러시 측정은 

문제의 인식, 정보의 탐색, 정보의 분석  평가, 정보의 활용 

 리, 정보의 소통의 능력요소와 정보처리, 컴퓨터와 네트

워크, 정보사회와 윤리의 내용요소로 구분하여 측정되었다.

교사를 상으로 하는 ICT 리터러시 수 을 구체 인 문

항으로 측정한 연구는 2000년  반에 ICT 활용 능력을 

심으로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시·도별 교원 정보 활용 능력 평가를 정리하여 교원을 한 

ICT기술의 표 인 ISST(ICT Skill Standard for Teacher)을 

체계화 한 후 교원 직 별로 최종 ISST 기 안을 제시하

다[14]. 기 안을 바탕으로 국의 등 교사 452명을 상

으로 평가한 결과, 100  만   등학교 교사는 58.2 , 

학교 교사는 58.8 , 고등학교 교사는 62.1 으로 나타났고, 

비교사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5].

비교사를 상으로 ICT 리터러시 수 을 측정하는 연구

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비교사를 상으로 ICT 리터

러시 능력을 측정한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 학교 신입생 

비교사의 정보교육 수 에 한 진단과 분석을 목 으로 

ICT 리터러시 수 을 측정하 다[12]. 비교사를 상으로 

하는 ICT 리터러시 분석 틀은 기존의 국가수  ICT 리터러

시와 동일하 고, 문항 수는 각 능력요소별로 6문항씩 총 36

문항으로 검사문항을 구성하 다. 평가결과 100  만 에 

체 평균이 54.6 으로 분석되어 신입생 비교사의 ICT 리터

러시 수 이 간 정도라 할 수 있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

보교육의 여부에 따라 ICT 리터러시 수 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신입생 비교사의 ICT 리터러시 수 을 

확인하 지만 교사양성 과정을 거쳐 교사가 된 이후에 ICT 리

터러시 수  측정에 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SW교육을 

담당할 교사에게 요구되는 컴퓨터 과학의 기 인 지식과 최

신 IT 기술에 한 지식의 습득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2 로그래  능력 평가

로그래  능력은 문제를 해결하기 한 알고리즘을 설

계하고, 로그래  도구를 사용하여 로그램으로 구 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16]. SW교육

을 담당할 교사와 비교사를 상으로 하는 로그래  능

력에 한 연구는 부분 비교사를 상으로 하고 있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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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Level Number of Teachers (%)

Elementary School 97(41.6)

Middle School 34(14.6)

High School 102(43.8)

total 233(100.0)

Table 1. Distribution of School Class

사를 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비하다.

등 비교사에게 스크래치로 로그래  수업을 진행한 

이후 객 인 로그래  능력을 평가하기 한 목 으로 

블룸의 디지털 텍사노미에 기반한 인지  평가문항을 지필검

사로 개발하여 평가하 다[17]. 검사도구는 디지털 텍사노미

의 6수 을 기억하기와 이해하기, 용하기와 분석하기, 그리

고 평가하기와 창안하기로 2수 씩 묶어 3 역, 총 14문항으

로 구성하 다. 평가결과 100  만   53.3 으로 나타나 

로그래  교육을 한 학기 진행한 이후에 등 비교사의 

로그래  능력은 간 정도의 수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등 비교사를 상으로 스크래치 활용 집단과 교구로

 활용 집단으로 구분하여 한 학기동안 교육을 진행한 이후, 

로그래  능력을 평가하 다[18]. 로그래  교육은 순차, 

반복, 조건, 산술논리 연산자, 변수, 입출력, 함수, 이벤트, 병

렬처리 등의 로그래  요소를 주제 심으로 연계하여 제공

하 다. 수업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한 목 으로 로

그램의 논리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 5문항, 로그램의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문제 5문항, 로그램의 실행결과를 물어보

는 문제 5문항, 총 15 으로 측정하 다. 로그래  교육 이

후, 스크래치 활용 집단은 10.9 (100  만  환산시 72.7 ), 

교구로  활용 집단은 12.4 (100  만  환산시 82.7 )으로 

분석되어 스크래치를 활용하는 것보다 교구로 을 활용하여 

로그래  교육을 하는 것이 로그래  능력의 향상에 보

다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W교육이 등학교와 학교에서 필수 으로 용되고 있

는 상황임을 고려해본다면, 교사의 수 과 SW교육에서 요구

되는 수 의 차이를 분석하여 효과 인 교사연수와 지원방안

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사양성의 단계에서 SW교육의 필수

조건인 로그래  능력을 측정하는 연구를 통해 간정도의 

수 이라는 것을 확인하 지만, SW교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교사의 수 을 구체 으로 분석하고자 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

이다. SW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에게 필수 으로 요구되는 알

고리즘 설계와 로그래  능력에 한 구체 인 수 을 측정

하여 실 인 교사연수의 시사 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상

연구 상은 국의 시도교육청에 공문발송과 컴퓨터교육

련 교사 연구회를 상으로 안내하여 모집된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교사 233명이다. 연구 상의 학교 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연구 상의 지역별 분포는 경남 44명, 서울 41명, 경기 32

명 순으로 많았고, 세부 인 구성은 Table 2와 같다.

Region Number of Teachers (%)

Seoul 41(17.8)

Busan 4(1.7)

Daegu 7(3.0)

Incheon 12(5.2)

Gwangju 5(2.1)

Daejeon 8(3.4)

Ulsan 8(3.4)

Gyeonggi-do 32(13.7)

Gangwon-do 4(1.7)

Chungcheongbuk-do 11(4.7)

Chungcheongnam-do 16(6.9)

Jeollabuk-do 5(2.1)

Jeollanam-do -

Gyeongsangbuk-do 20(8.6)

Gyeongsangnam-do 44(18.9)

Jeju-do 1(0.4)

Sejong-si  3(1.2)

No Answer 12(5.2)

Total 233(100.0)

Table 2. Distribution of Study Subjects by Region

연구 상의 평균 교육경력은 9.9년이었고, 체 교육경력 

에서 로그래  교육을 수행한 경력은 3.0년으로 나타났다.

Education Career(Year)

(M(SD))

Programming Education 

Career (Year)

(M(SD))

9.9(6.7) 3.0(4.5)

Table 3. Education Career and Programming Education Career

3.2 연구도구

컴퓨터교육과 련된 문가 10명(컴퓨터교육 공자 4명, 

컴퓨터공학 공자 3명, 등 정보교사 2명, 등교사 1명)을 

모집하고 의과정을 통해 교사의 로그래  능력을 평가하

기 한 검사도구를 개발하 다. 검사도구는 ICT 리터러시 

수 의 컴퓨터 과학의 지식을 확인하는 컴퓨터 상식 역, 최

신 IT기술 역, 등 학교  수 에서 로그램을 제작하

는 수 으로 알고리즘 설계 역, 그리고 로그래  역으

로 구분하 다.

1) 컴퓨터 상식 역

컴퓨터 상식 역은 기 인 컴퓨터 사용에 한 지식과 

컴퓨터 구조, 동작원리와 련된 내용으로 등 수 의 ICT 

리터러시를 고려하 다[19]. 출제한 문항은 객 식으로 5문항

을 출제하 고, 시문항은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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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Questionnaire Examples of ICT Literacy Domain

2) 최신 IT기술 역

최신 IT기술 역은 각종 스마트기기 련 기 지식과 최

신 소 트웨어에 련된 내용으로 키워드는 최신 IT트 드, 

IT기술 등이다. 출제한 문항은 단답식으로 5문항을 출제하

고, 시문항은 Fig. 2와 같다.

Fig. 2. Questionnaire Examples of IT Technology Domain

3) 알고리즘 설계 역

알고리즘 설계 역은 기 인 알고리즘 설계에 련된 

내용으로 순서도와 의사코드(슈도코드)를 사용하여 차 인 

흐름인 순차, 선택, 반복의 구조와 련된 문제와 데이터를 

처리하기 한 변수, 배열 등이다. 출제한 문항은 단답식으로 

5문항을 출제하 고, 시문항은 Fig. 3과 같다.

4) 로그래  역

로그래  역은 기 인 로그래  능력에 련된 

내용으로 학생 성  데이터를 입력받아 최고 , 최 , 평균, 

표 편차 등의 성 처리를 하는 소 트웨어를 제작하는 문항

을 출제하 다. 교사는 C, Basic, Python 에서 사용하기 용

이한 언어를 선택하여 로그래  하 다. 문항은 단답식으

로 5문항을 출제하 고, 시문항은 Fig. 4와 같다.

Fig. 3. Questionnaire Examples of an Algorithm Design Domain

Fig. 4. Questionnaire Examples of Programming Domain

(C Language)

5) 문항 양호도 분석

문항의 양호도 분석은 난이도와 변별도로 분석하 다. 문

항 난이도는 검사문항의 어려운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총 사

례수에 의한 문항 난이도 계산법을 사용하 다[20].

  


P : 문항 난이도 지수

R : 정답반응 사례수

N : 문항에 응답한 사례수

문항 난이도에 한 해석은 .25미만이면 ‘어려운 문항’으로, 

.25이상 .75미만이면 ‘ 한 문항’으로, .75이상이면 ‘쉬운 문

항’으로 단할 수 있다[21]. 문항 변별도는 한 검사에서 각 검

사문항이 그 검사의 총 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을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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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구별해지를 뜻하는 것으로, 총 을 기 으로 상  25% 집

단과 하  25% 집단에 의한 변별도 계산법을 사용하 다[20].

  


 



DI : 문항 변별도 지수

RU, RL : 상 , 하  집단의 정답반응 사례수

NU, NL : 상 , 하  집단의 사례수

문항 변별도에 한 해석은 .10 미만이면 변별도가 ‘없는 

문항’으로, .10 이상 .19 이하이면 변별도가 ‘매우 낮은 문항’

으로, .20 이상 .29 이하이면 변별도가 ‘낮은 문항’으로, .30 이

상 .39 이하이면 변별도가 ‘있는 문항’으로, .40 이상이면 변별

도가 ‘높은 문항’으로 단할 수 있다[22].

Domain Question Item Difficulty
Item 

Discrimination

ICT Literacy

1 .91 .19 

2 .83 .29 

3 .94 .11 

4 .96 .05 

5 .97 .06 

IT 

Technology 

1 .96 .13 

2 .88 .23 

3 .89 .21 

4 .92 .16 

5 .90 .32 

Algorithm 

Design

1 .79 .44 

2 .87 .28 

3 .38 .43 

4 .18 .20 

5 .15 .25 

Programming

1 .28 .76 

2 .35 .91 

3 .08 .21 

4 .06 .22 

5 .04 .16 

Table 4. Result of Item Quality Analysis

문항의 양호도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난이도는 컴퓨

터 상식 역과 최신 IT 기술 역은 .75 이상으로 쉬운 것으

로 나타났고, 알고리즘 설계 역과 로그래  역의 문항

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항 변별도는 난이도가 낮아 

부분이 정답으로 응답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변별도가 있거

나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국단 의 평가임을 고려하여 온라인 평가로 

진행하 고, 정확성을 확보하기 한 목 으로 별도의 평가 

로그램을 제작하 다.

평가 로그램은 정해진 평가시간 동안에만 온라인 평가가 

실행되고, 평가와 련된 로그램 이외에 추가 인 로그램

을 실행시키거나 인터넷 검색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교사의 로그래  능력 평가는 2014년 10월에 실시하 다.

Fig. 5. Online Evaluation System Screen

4. 연구 결과

4.1 컴퓨터 상식 역

컴퓨터 상식 역의 결과 체 평균이 92.3 으로 나타났

고, 학교 , 교육경력, 로그래  교육경력에 따라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ection M(SD) F

School

Level

Elementary School(n=97) 94.2(11.5)

1.958Middle School(n=34) 92.4(11.0)

High School(n=102) 90.4(16.1)

Education 

Career

Under 5 Years(n=72) 91.9(15.3)

.3176 ～ 10 Years(n=80) 93.3(12.3)

Upper 11 Uears(n=81) 91.6(13.7)

Programming

Education 

Career

No Career(n=95) 91.2(15.4)

.622Under 5 Years(n=99) 92.7(13.5)

Upper 6 Years(n=39) 93.8(9.4)

total(n=233) 92.3(13.7)

Table 5. Result of ICT Literacy Domain

교육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을 상으로 ICT 리터러시 수

을 측정한 연구에서 평균 수가 54.6 임을 고려해 본다면, 

직 교사의 ICT 리터러시 수 이 상 으로 높아 교사 양

성과정과 연수과정을 통해 충분히 습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2]. 교육 학교의 교과 내용학과 련된 교육과정을 분

석한 연구에서 SW소양과 활용 심의 교육이 50% 이상인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교사양성과정에서 충분한 수 의 ICT 

리터러시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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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최신 IT기술 역

IT기술 역의 결과 체 평균이 91.0 으로 나타났고, 학

교 , 교육경력, 로그래  교육경력에 따라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컴퓨터 상식 역과 유사하게 최신 IT 기술에 한 지식차

원에서 직교사들의 수 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사 

양성과정과 연수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습득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컴퓨터 상식 수 과 IT 기술에 한 

이해의 수 은 충분히 높아 향후 SW교육 연수에서 컴퓨터 

상식 수 의 내용은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Section M(SD) F

School

Level

Elementary School(n=97) 91.6(20.0)

.141Middle School(n=34) 89.4(25.7)

High School(n=102) 91.0(18.2)

Education 

Career

Under 5 Years(n=72) 90.8(21.5)

.0646 ～ 10 Years(n=80) 90.5(22.0)

Upper 11 Uears(n=81) 91.6(16.7)

Programming

Education 

Career

No Career(n=95) 89.3(21.8)

1.083Under 5 Years(n=99) 91.1(21.2)

Upper 6 Years(n=39) 95.0(10.0)

total(n=233) 91.0(20.1)

Table 6. Result of IT Technology Domain

4.3 알고리즘 설계 역

알고리즘 설계 역의 결과 체 평균이 47.4 으로 나타

났고, 학교 , 교육경력, 로그래  교육경력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 에 따

라 알고리즘 설계 역에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

교가 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ection M(SD) F

School

Level

Elementary School(n=97) 47.8(20.1)

.753Middle School(n=34) 43.5(20.6)

High School(n=102) 48.2(19.9)

Education 

Career

Under 5 Years(n=72) 47.8(19.7)

.7856 ～ 10 Years(n=80) 45.3(19.6)

Upper 11 Uears(n=81) 49.1(20.5)

Programming

Education 

Career

No Career(n=95) 45.9(21.8)

2.921Under 5 Years(n=99) 46.1(18.6)

Upper 6 Years(n=39) 54.4(17.1)

total(n=233) 47.4(19.9)

Table 7. Result of Algorithm Design Domain

비교사를 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로그래  교육을 

수행한 이후, 스크래치 코드를 사용하여 알고리즘 설계 능력

을 평가하는 지필검사에서 체 평균이 53.3 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수 으로 알고리즘 설계 능력이 높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17]. 교사 양성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능력의 수 이 향후 교사가 되어도 증가하지 않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양성체계에서 SW교육과 

련된 학 을 확보하는 등의 SW교육역량을 강화하기 한 

노력이 요구되고[10], ICT 리터러시 수 의 내용 보다는 알

고리즘 설계와 련된 내용을 반 한 연수를 확 하여 제공

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알고리즘 설계 역에 한 수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2018학년도부터 학교에서 공통 교육과정

으로 정보교과가 필수화 되는 을 고려해본다면, 학교 정

보 교사의 역량을 향상을 한 연수가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4.4 로그래  역

로그래  역의 결과 체 평균이 16.2 으로 나타났고, 

학교 , 교육경력에서는 통계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로그래  교육경력에서는 유의수  .001에서 통계 인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그래  역은 학생의 성 처리 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을 학생정보의 입력, 계산(평균, 표 편차), 순 를 출력

을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코드를 단답식으로 작성하

여 평가하 고, 평균이 16.2 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SW를 제작하는 교육은 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교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사가 된 이후 SW선도학교나 SW연구

학교에서 교육하는 수 이 교육용 로그래  도구의 기능을 

활용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 교사의 수 이 실제로 로그

램을 제작하는 수 까지 도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10]. 

따라서 성공 인 SW교육을 해서는 학교 을 고려하여 제

작하는 로그램의 수 을 정하고, 교사연수를 통해 SW를 

제작하는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Section M(SD) F

School

Level

Elementary School(n=97) 15.2(21.0)

.700Middle School(n=34) 13.7(19.9)

High School(n=102) 18.0(21.6)

Education 

Career

Under 5 Years(n=72) 16.8(21.4)

.0696 ～ 10 Years(n=80) 16.4(21.5)

Upper 11 Uears(n=81) 15.5(20.7)

Programming

Education 

Career

No Career(n=95) 9.6(15.9)
9.633***

(ab, ac)
Under 5 Years(n=99) 18.9(22.3)

Upper 6 Years(n=39) 25.2(24.5)

total(n=233) 16.2(21.1)

*** p < .001

Table 8. Result of Programming Domain

로그래  교육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로그래  역의 

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을 직  수행하는 과정

에서 연구회 활동, 자기장학 등을 통해 로그래  능력과 

문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W교육을 처음 시

작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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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기회와 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내용, 방법 등의 공유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21]. 이러함 

을 고려할 때, 교사연수에서 로그래  교육경력에 따라 

연수내용을 차별화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리해보면, 재 교사의 로그래  능력은 매우 낮은 상

태라 할 수 있고, SW교육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SW를 제작

하는 수 까지 달성하기 해서 교사연수, 교사연구회, 선도

교원 등의 SW교육역량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을 시 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에서는 미래사회가 요

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2015개정교육과정을 

발표하 다[23].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을 해 SW

교육을 강화하면서 2018학년도에는 학교의 정보교과, 2019

학년도에는 등학교의 실과교과에서 SW교육이 용될 

정이다. SW교육이 교육 장에서 성공 으로 진행되기 해

서는 교육내용, 교육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에 한 고려와 

비가 요구되지만,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양성과 연수에 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고등학교처럼 교과 담임제

가 아닌 등학교에서는 새로운 교육내용인 SW교육에 한 

두려움과 혼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SW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양성과 연수에 시사

을 제공하기 한 목 으로 국 고 직교사를 상

으로 컴퓨터 상식, 최신 IT 기술, 알고리즘 설계, 로그래  

역으로 구분하여 교사의 능력을 평가하 다. 평가결과 ICT 

리터러시 수 의 컴퓨터 상식과 최신 IT 기술 역의 평균

수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기존의 교사양성과정과 연

수 등을 통해 충분히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알고

리즘 설계 역의 평균이 47 , 로그래  역의 평균이 16

으로 낮게 나타나 기존의 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SW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하 다. 첫

째, 교육용 SW도구의 활용 심의 연수에서 SW제작 심 연

수로의 환이다. 기존의 ICT 활용에 한 교사의 능력은 충

분하다고 할 수 있다[12]. 하지만 SW교육의 핵심인 알고리즘

을 설계하고 로그램으로 구 하는 능력은 미진한 것으로 나

타나 SW교육연수에서는 고 학교 에 따라 제작할 수 있

는 로그램에 한 연수를 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SW선도교원의 양성을 통한 질 높은 교육을 이끌어

갈 교사가 필요하다. 다른 교과들과는 달리 정보교과, SW교

육에서 로그래  역은 능력의 차이가 비교  선명할 뿐 

아니라 SW교육을 기존에 수행하던 교사와 그 지 않은 교사 

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본다면, SW교육에 한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교사를 SW선도교사로 하여 SW교육을 성

공 으로 이끌어 갈 필요성이 있다. 이를 해 SW교육 우수

사례, SW교육자료 등을 공유하고 장학을 할 수 있는 교육공

동체의 지원과 육성이 요하다.

셋째, 학교의 SW교육의 지원확 이다. SW교육은 기존

의 교과지식을 뛰어넘어 융합된 주제를 다루고 있을 뿐 아니

라 한국의 교육 인 특성으로 인해 학교 보다는 등학교

에 도입시기가 빠르고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교육환경에 한 조성과 교사들의 연수, 교육 참여의 기회가 

상 으로 학교에 비해 등학교가 많아 등보다 등의 

SW교육역량이 높은 것으로 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

으로 부족한 학교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간구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의 모집이 

공문을 통해 홍보가 되어 SW교육에 심이 높은 교사들이 

주로 참여하 을 가능성 높아 체 교사를 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평가가 개별 인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입력하

는 형태로 진행되어 집합하여 평가를 하는 방식에 비해 신뢰

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수집시

이 2014년 10월로 본고가 작성된 시 과 약 3년간의 시차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로는 SW교육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상으로 SW교육역량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SW교육의 안정

인 장 용을 한 교사 지원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SW교육의 교수내용지식을 분석하여 교원을 양성

하는 과정에서부터 반 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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