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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등학교 정보 교과서는 각 시․도 교육청과 민간 출 사에 의해 인정 교과서로 개발되며, 학교

에서 선택하는 교과서에 따라 수업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정 교과서의 수업목표를 분석하여 논

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등학교 정보 교과서들의 수업목

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 교과의 수업목표 기 을 개발하는데 목 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해 첫째, 수업목표 분석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분석의 거를 마련하 다. 둘째, 인

정 정보 교과서들의 수업목표를 분석하 다. 셋째, 델 이 방법을 사용하여 등학교 정보 교과서

의 수업목표 기 을 개발하 다. 연구에서 제안된 수업목표 기 은 향후 등학교 정보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지표로 참고될 수 있으며, 양질의 정보 교과서 제작과 정보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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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ormatics textbook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ve been developed by cities, provinces, and private 

publishers respectively, and instructional objectives differ depending on the textbook selected by each school. 

Therefore, discussion on the analysis of instructional objectives is highly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tandards of instructional objectives for Informatics textbooks in elementary school based on 

the analysis of instructional objectives. To do so, first, an analysis frame was made based on preceding 

studies for instructional objectives. Second, instructional objectives of current Informatics textbooks were 

analyzed. Finally, standards of instructional objectives were developed applying Delphi method. It is expected 

that the standards of instructional objectives suggested here will be referred to as a guideline for 

developing the curricula and textbooks for Informatics subject in elementary school and to contribute to the 

normalization of production for qualified textbooks and education in Informatics subjec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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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가장 기본

이고 심 인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과정은 학

교 교육을 통해 배양하고자 하는 인간상을 구체

화하고, 그 구 을 설계한 것이며, 교과서는 교육

과정에서 설정한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

한 학생들의 주된 교재이다[1]. 교육과정의 모든 

교육활동은 설정된 교육목 과 교육목표로부터 

출발하며, 모든 교육평가 활동은 이미 설정되고 

이에 따라 실천된 교육목 과 교육목표의 달성도

와 성과를 확인하는 데 1차 인 의미를 둔다. 그

러므로 모든 교육목 과 교육목표는 교육활동 그 

자체의 출발 일 뿐만 아니라 교육평가 활동의  

출발 이기도 하다[2]. 따라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의 목표에 한 연구는 교육활동 반에 걸쳐 

향을 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12월에 개정된 ․ 등학교 정보통신

기술(ICT) 교육 운 지침은 학교 교육에서 정보 

교과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안내하는 교육과정의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등학교 정보 교과서는 

각 시․도 교육청과 민간 출 사에 의해 인정  

교과서로 개발되며, 학교에서 선택하는 교과서에 

따라 수업목표가 달라진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 

특성의 차이가 반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기보다 정보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목표 설정에 

한 연구와 문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를 확인하기 해 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

서 선행 연구[3]로서 정보 교과서의 수업목표를 

분석하여  실태를 알아보았다. 부산과 구 지

역에서 사용되는 인정 정보 교과서에서 제시한 

수업목표는 특정 역에 치우쳐 있었으며 이들 

간의 편차도 심하 고, 분석 거에 비추어볼 때 

많은 문제 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두 지역의 인정 교과서뿐만 아니라 

2005년 발표된 개정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 지침

에 따라 개발된 인정 교사용 지도서에 진술된 수

업목표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수

업목표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와 기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더

욱이 타 교과의 경우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수

업목표를 분석하여 문제 을 도출하여 향후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는 반면에 

등학교 정보 교과의 경우에는 수업 목표 분석에 

한 연구가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등 정보 교과의 수업목표를 

분석하여 문제 을 도출하고 향후 정보 교과서 

수업목표 개발 시 활용할 수 있는 수업목표 기

을 제시하는 데에 목 을 두었다.

2.  이론  배경

2.1 수업목표

2.1.1 수업목표의 개념과 기능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에서 계획 이고 의도 인 

성격을 지닌다. 수업목표는 학생에게 기 되는 변

화를 가져오려는 의도를 진술해 놓은 것이다. 즉, 

수업목표는 해당 차시 수업의 과정에 참여한 결

과로 얻어지는 학생들의 지  능력, 흥미, 태도 

등의 특성을 조작 으로 표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목표는 교육과정을 개하는 교사의 입장

에서 볼 때, 그것의 달성을 해서 어떤 학습경험

이 계획되어야 하는 지를 명확하게 시사해 다

[4]. 한 수업목표는 그것을 달성하려 하는 학생

들의 학습을 일반 으로 진하는 기능을 지니며, 

수업이 끝났을 때의 평가 지표 구실을 한다. 이와 

같이 수업목표는 학습경험 제공을 한 기 , 학

습의 진, 그리고 평가의 지표가 되는 주요한 기

능을 가진다.

2.1.2 수업목표 진술 방식

수업목표를 진술하는 방식에 해서는 학자들

마다 조 씩 다르다. 여기서는 비교  가장 많이 

사용되는 Tyler, Mager, Gagné의 수업목표 진술 

방식을 살펴보고, 이 연구의 수업목표 진술 방식

의 분석 거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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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yler

Tyler는 수업목표 진술 시에 내용과 행동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

다. Tyler는 내용만으로 수업목표를 진술하면 그

러한 내용으로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나타내지 못하며, 행동만으로 교육목표를 진술하

면 그러한 행동이 어떤 내용이나 생활면에 통용

되는 것인가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스러

운 목표 진술이 되지 못한다고 하 다. Tyler의 

수업목표 진술 방법의 는 <표 1>과 같다.

내용의 행동

소 트웨어의 종류와 역할을 말할 수 있다

아이콘의 모양과 기능을 알 수 있다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를 구분할 수 있다

<표 1> Tyler의 수업목표 진술 방법의 

2) Mager

Mager는 교육목표는 성공 으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보여 주어야 할 찰이 가능한 성취를 

명시하도록 기술되어야 한다고 하 다. 즉, 교사

가 수업이 실시되기 에 학생들이 최종 으로 

도달하기를 의도하는 행동의 분명한 진술을 의미

한다. 의미 있게 진술된 수업목표란 목표를 진술

한 사람의 의도를 가장 잘 달해야 하며, 가장 

잘 진술된 목표는 다의 인 해석이 최 한 배제

되고 일의 으로 해석 가능한 목표를 의미한다. 

Mager의 수업목표 진술 방법의 는 <표 2>와 

같다.

학습 장면(조건) 수락 기 도착  행동

세계 지도를 주었

을 때
15분 이내로

지도상에 6  해류를 

화살표로 정확하게 표

시할 수 있다

<표 2> Mager의 수업목표 진술 방법의 

3) Gagné

Gagné는 Mager보다 목표를 더 구체화시켰다. 

Gagné는 목표 진술에 있어서 설계자가 목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학습성과는 학습될 능력 동사에 

따라 유목화 된다고 하 으며, 수업목표는 5가지 

요소를 심으로 진술할 것을 제안했다. 즉 행 , 

상, 상황, 도구  제약, 학습되어질 능력을 수

업목표 진술의 요소로 제시한다. Gagné의 수업목

표 진술 방법의 는 <표 3>과 같다.

상황 도구 행 상 능력

긴 문장을

제시했을 때

타자기를

이용하여

을

써서

그 유목에 속하는

세 가지의 이름을

열거할

수 있다.

<표 3> Gagné의 수업목표 진술 방법의 

2.1.3 수업목표 진술의 문장 형식

수업목표를 진술하는 문장 형식은 국어 문법에

서 일반 으로 분류되는 방법인 홑문장과 겹문장

으로 나 어 분석하 다. 일반 으로 겹문장보다

는 홑문장으로 수업목표를 진술하는 것이 교사들

이 수업목표를 바르게 이해하고 독해하는 데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2.1.4 수업목표 분류

목표를 분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5].

첫째, 학생들의 에서 목표를 검토할 수 있

다.

둘째, 고차  목표를 지향한 교수․학습의 가능

성을 높여서 교육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목표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과 인지과정 

사이의 통합  계를 악할 수 있다.

넷째, 목표의 특성을 반 하여 평가를 할 수 있

다.

다섯째, 상 목표, 교수방법, 평가방법 사이의 

일 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섯째, 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용어들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다.

2.2 교육목표 분류학

2.2.1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의 특징과 문제

1) 특징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은  세계에서 교육 

내용의 구성, 교육 목표의 설정, 교육 결과의 평

가 등에 걸쳐 매우 범 하게 활용되어 왔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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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은 인지  역, 정의  역, 심동  역

에 한 교육 목표를 분류하 으며, 이 세 역의 

유목은 <표 4>와 같다.

계
역

인지  역 정의  역 심동  역

1 지식 감수 찰

2 이해 반응 모방

3 용 가치화 연습

4 분석 조직화 용

5 종합 인격화

6 평가

<표 4>　Bloom의 교육목표 분류

2) 문제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의 문제 은 다음과 

같다[2].

첫째, Bloom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의사소통도

를 평가해 보는 일련의 연구에 해 기술하고 있

으나, 아주 다양한 목표들을 충분히 수용할 만한 

하  수  혹은 등 들이 정의될 수 없었다는 이

유를 들어 보다 자세한 실험  혹은 통계  처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둘째, Bloom은 의도된 행동만을 분류하는 체계

라는 에서 완 한 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셋째, 정보, 내용, 지식의 구분을 들 수 있다. 

Bloom의 ‘지식’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목표를 혼란

스럽게 만든다. 정보나 내용은 개인 외 인데 반

해, 지식은 개인 이고 내  동기를 부여받는다. 

넷째, 유목의 구인 타당도, 유목의 모호성, 계

의 비타당성이다. 

다섯째, 일차원  단일성으로 인한 문제이다. 

Bloom의 분류학은 행동을 의미하는 유목들이 어

떠한 처리수 과 지  조작과정을 거치는지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목표 분류학은 

인지과정 차원과 지식 차원이 동시에 고려되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Bloom의 분류학이 많은 문제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교육의 실제

에서 범 하게 용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

이다. 그 이유는 분류학이 인지과학자들이 분류하

는 지식의 유형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이 있으

며, 학습자의 행동 차원을 비교  체계 으로 분

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2.2 개정된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

Bloom의 최  교육목표 분류학(1956)의 문제

들을 수정하기 해서 인지 심리학자들, 교육과정 

이론가  교육 연구가, 시험과 평가 문가들이 

모여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을 개정하 다.

개정된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은 최  

Bloom의 분류학의 범주를 유지하면서 아주 요

한 변화를 이루었다. Bloom의 분류학에서 인지  

역에는 지식, 이해, 용, 분석, 종합, 평가의 6

개의 유목이 있다. 개정된 분류학에서는 이들 6개

의 유목  3개의 유목은 그 로 유지하고 2개는 

순서가 교차되었으며 지식은 동사 형태로 바 었

다.

일차원 이고 나선 인 구조를 지닌 Bloom의 

분류학에 비해 개정 분류학은 <표 5>와 같이 명

사로 이루진 지식 차원과 동사로 이루어진 인지

과정 차원으로 구성된 이차원  구조를 이룬다.

       인지과정 차원

지식 차원

1.

기억

하다

2. 

이해

하다

3. 

용

하다

4. 

분석

하다

5. 

평가

하다

6. 

창안

하다

A. 사실  지식

B. 개념  지식

C. 차  지식

D. 메타인지 지식

<표 5> 개정된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표

사실  지식은 교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요소들로 학생들이 그 

학문에서 문제를 풀거나 학문을 공부할 때 반드

시 알아야 하며, 학문에 한 화와 그것을 이해

하고 체계 으로 조직하는데 문가들이 사용하

는 기본 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개념  지식은 특정한 교과내용의 조직  구

성과 정보의 조각들이 연결되고 체계 으로 련

을 맺는 방법,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함께 기능하

는가에 한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차  지식은 일상 인 일에서부터 새로운 문

제를 해결하는 일까지 넓은 범 에 걸쳐 어떤 것

을 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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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인지 지식은 인지에 한 지식, 자신의 인

지에 한 인식과 지식을 의미하며, 이러한 인식

에 따라 행동할 경우 학생들이 학습을 더욱 잘 

하는 경향이 있다[8].

3.  교과서 수업목표 분석

3.1 연구 내용  방법

3.1.1 분석 상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교과서 정보 서비스

(http://cutis.moe.go.kr/)에 안내된 16개 시·도 교

육감 승인 인정도서 목록 에서 개정 · 등 정

보통신기술 교육 운 지침에 따라 개발되어 인정 

교과서로 채택된 것은 8종이었다. 이 에서 교사

용 지도서가 개발되어 수업목표 추출이 가능한 7

종의 교과서를 수업목표 분석의 상으로 하 다

(<표 6>).

지역 교과서명 인정년월일

부산 즐거운 컴퓨터
2007. 02. 28 (1～4학년)

2007. 12. 24 (5, 6학년)

구 정보 생활 2008. 01. 08

주 컴퓨터 2008. 01. 06

컴퓨터와 생활
2007. 01. 24 (1～4학년)

2008. 01. 16 (5, 6학년)

강원 등학교 컴퓨터 2006. 12. 11

충남 등학교 컴퓨터 2007. 03. 27

경북 정보 생활
2007. 01. 23 (1～4학년)

2008. 01. 08 (5, 6학년)

<표 6> 수업목표 분석 상

3.1.2 분석 내용  거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수업목표 분석의 내용 

 거는 <표 7>과 같다.

자

(연도)
논문명 분석 내용  거

고명진

(1996)

우한나

(2007)

학교 1학년 음악 교

과서에 제시된 학습목

표 분석[9][10]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

강동수

(1997)

입학 기 학교 응활

동 교육과정의 수업목

표 분석[11]

수업목표의 수

수업목표 진술 방법

수업목표 내용 차원의 분석

수업목표 행동 차원의 분석

문애선

(2003)

‘우리들은 1학년’의 수

업목표 분석[12]

수업목표의 수

수업목표 진술방법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

최태수

(2003)

학교 도덕과 학업 성

취도 지필검사에서 수

업목표와 평가내용의 

일치도 분석[13]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

수업목표와 평가내용의 일치

도

이 식 

백남권

(2005)

제7차 등학교 과학과 

교육목표의 분석[14]

교육목표 일치도

목표 일 성

허윤숙

(2006)

학교 3학년 음악 교

과서 교사용 지도서의 

수업목표 분석[15]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

김 신 

외

(2007)

Bloom의 신 교육목표

분류학에 기 한 등

학교 과학과 수업 목표 

분석[16]

개정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

이혜숙

(2007)

Bloom의 신 교육목표분

류학에 기 한 생물 

역의 수업목표 분석[17]

개정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

<표 7> 선행 연구의 수업목표 분석 내용  거

선행 연구의 수업목표 분석 내용  거를 분

석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할 수업목표 분석 내용 

 거를 <표 8>과 같이 도출하 다.

역 항목

수업목표의 수

7개 시․도의 수업목표 총 수

시․도별 평균 수업목표 수

수업시간당 수업목표 수

수업목표 

진술방법

진술 방식의 분석

문장 형식의 분석

수업목표의 

역
인지  역, 정의  역, 심동  역

교육목표 분류
개정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에 의한 

분석

목표 일치도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목표 일치도

<표 8> 수업목표 분석 내용  거

3.1.3 분석 방법

수업목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차례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1) 수업목표 분석

수업목표 분석표를 <그림 1>과 같이 작성하여 

교과서 수업목표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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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업목표 분석표

2) 수업목표 분석의 타당성 검증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를 등학교 교사 5명으

로부터 검토를 받았다. 분석 결과  의견에 불일

치한 항목은 토의를 통해 합의를 이뤘다.

3) 통계 처리

연구 내용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다.

3.2 교과서 수업목표 분석 결과  해석

3.2.1 수업목표의 수

1) 7개 시․도의 수업목표 총 수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정보 교과 교사

용 지도서에 제시된 수업목표의 지역별 총 목표 

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부산 구 주 강원 충남 경북 계

187 420 422 212 188 200 325 1954

<표 9> 지역별 총 목표 수

지역별 수업목표의 총 수에서 편차가 크다. 수

업목표가 은 지역과 많은 지역을 비교하면 약 

2배 정도이다. 7차 교육과정은 지역별 특성을 고

려한 교육과정 운 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

된 수업목표의 수가 이와 같이 커다란 차이가 있

다는 것은 시․도 교육청에서 수업목표를 설정할 

때 보다 신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다고 볼 수 있다.

2) 학년별 수업시간당 수업목표 수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정보 교과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수업목표의 학년별 수업시간당 

수업목표 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학년 평균 시수 평균 목표 수 시간당 평균 목표 수

1 28.3 45.7 1.6

2 32.2 48.8 1.5

3 32.2 48.8 1.5

4 31.7 50.2 1.6

5 32.7 48.6 1.5

6 32.3 48.6 1.5

<표 10> 학년별 수업시간당 수업목표 수

학년별 평균 시수는 1학년(28.3개)을 제외하고 

2～6학년은 32 정도로 비슷하다.  평균 목표 수는 

4학년(50.2개)이 가장 많으며 1학년(45.7개)이 가

장 다. 한 수업목표 수의 분석에 있어 가장 

의미가 있는 학년별 시간당 평균 목표 수는 약 

1.5개이다.

3.2.2 수업목표의 진술 방식

1) 수업목표 진술 방식

정보 교과의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수업목표

의 진술 방식을 Tyler, Mager, Gagné의 수업목표 

진술 방식을 거로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지역
진술 방식

Tyler식 Mager식 Gagné식

부산 187 0 0

구 420 0 0

주 422 0 0

212 0 0

강원 188 0 0

충남 200 0 0

경북 325 0 0

계 1954 0 0

<표 11> 수업목표 진술 방식의 분석

모든 지역에 걸쳐 내용과 행동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Tyler식에 의해 수업목표가 100% 설정

되었고, Mager나 Gagné식은  없었다.

이처럼 수업목표들이 Tyler식으로 진술된 것이 

많은 것은 Mager식이나 Gagné식의 수업목표 진

술 방식이 여러 가지 요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수업목표를 실제로 진술할 경우에 여러 가지 요

소를 고려하여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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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타 교과의 수업목표에 한 연구에 의

하면 Mager나 Gagné식의 수업목표 진술 방식도 

기는 하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2][18].

2) 문장 형식의 분석

정보 교과의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수업목표

의 진술 방식을 홑문장과 겹문장의 문장 형식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지역
문장 종류

계
홑문장 겹문장

부산 124 (66.3) 63 (33.7) 187 (100.0)

구 298 (71.0) 122 (29.0) 420 (100.0)

주 230 (54.5) 192 (45.5) 422 (100.0)

112 (52.8) 100 (47.2) 212 (100.0)

강원 79 (42.0) 109 (58.0) 188 (100.0)

충남 129 (64.5) 71 (35.5) 200 (100.0)

경북 247 (76.0) 78 (24.0) 325 (100.0)

계 1219 (62.4) 735 (37.6) 1954 (100.0)

<표 12> 수업목표 문장 형식의 분석

(단 : 개(%))

수업목표 문장 형식에 있어 체 으로 홑문장

이 약 2/3 정도로 겹문장은 약 1/3 정도로 진술되

었다. 일반 으로 겹문장보다 홑문장으로 진술된 

수업목표를 이해하기가 쉽다. 각 지역의 겹문장으

로 진술된 수업목표는 홑문장으로 나  수 있는 

것이 있다. 를 들어, 충청남도 4학년의 17차시 

수업목표가 ‘소 트웨어의 종류를 알아보고 정품 

소 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

다.’이다. 이를 ‘소 트웨어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와 ‘정품 소 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말

할 수 있다.’라는 2개의 수업목표로 진술해 볼 수 

있겠다. 특별한 이유 없이 겹문장으로 수업목표를 

진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2.3 역별 분석

정보 교과의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수업목표

를 인지 , 정의 , 심동  역으로 분석한 결과

는 <표 13>과 같다.

지역

역

계인지  
역

정의  
역

심동  
역

부산 168 (89.8) 2 (1.1) 17 (9.1)
187 

(100.0)

구 374 (89.0) 25 (6.0) 21 (5.0)
420 

(100.0)

주 299 (71.0) 103 (24.5) 20 (4.5)
 422 
(100.0)

204 (96.2) 1 (0.5) 7 (3.3)
212 

(100.0)

강원 166 (88.3) 0 (0.0) 22 (11.7)
 188 
(100.0)

충남 87 (43.5) 0 (0.0) 113 (56.5)
200 

(100.0)

경북 311 (95.7) 8 (2.5) 6 (1.8)
325 

(100.0)

계 1609 (82.4) 139 (7.1) 205 (10.5)
1954 
(100.0)

<표 13> 수업목표 역별 분석

(단 : 개(%))

수업목표의 역별 분석 결과를 보면 인지  

역의 수업목표가 가장 많았고(82.4%), 정의  

역의 수업목표가 가장 게 나타났다(7.1%).

부산, , 강원, 충남, 강원 지역의 수업목표에

서 정의  역의 비 이 매우 낮아 균형 있는 

수업목표 차원에서 정의  역이 고려되지 않았

음을 알 수 있었다. 주 지역의 정의  역의 

수업목표가 24.5%로서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 지역에서는 차시별로 문제 해결을 한 태

도, 바람직한 수업 자세, 수업에 극 으로 참여

하기 등 정보 교과에 한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

을 기르기 한 수업목표가 설정되어 있었다.

심동  역에서 부산, 구, 주, , 강원, 

경북 지역의 수업목표가 1.8%～11.7%로 분포하고 

충남 지역의 수업목표가 56.5%로서 큰 차이를 보

인다. 개정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 지침에서는 컴

퓨터 과학과 정보통신윤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충

남 지역의 수업목표를 살펴보면 개정 운 지침을 

충실하게 반 하 다고 보기 어렵다. 를 들어, 

‘마우스를 클릭할 수 있다’와 같은 수업목표는 한 

차시의 수업목표로서는 부족하며, 실제 수업을 진

행할 때 교사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상

된다.

7차 교육과정은 인 교육을 지향한다. 인 교

육을 해서는 특정 역에 치 한 수업목표가 

아니라 인지 , 정의 , 심동  역에서 다양한 

수업목표가 균형 있게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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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개정 Bloom의 교육목표 분류에 의한 분석

정보 교과의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수업목표

를 개정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에 따라 분석하

다. 각 지역별 분석 결과를 모두 통합한 체 

지역의 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지식 
차원

인지과정 차원

계1.
기억
하다

2. 
이해
하다

3. 
용

하다

4. 
분석
하다

5. 
평가
하다

6. 
창안
하다

A.
사실  
지식

472 134 696 22 22 19
1365
(84.8)

B.
개념  
지식

14 18 3 3 0 0
38
(2.4)

C.
차  
지식

48 36 76 10 3 11
184
(11.4)

D.
메타
인지 
지식

1 7 9 0 1 4
22
(1.4)

계
535
(33.3)

195
(12.1)

784
(48.7)

35
(2.2)

26
(1.6)

34
(2.1)

1609
(100.0)

<표 14> 개정 Bloom의 교육목표 분류에 의한 분석

(단 : 개(%))

지식 차원 측면에서 사실  지식의 비 이 지

나치게 큰 것을 볼 수 있으며, 개념  지식과 메

타인지 지식의 비 은 아주 다. 학습자의 경험

에 해당하는 지식 차원에서 다양한 유목의 지식

을 제공해  수 있는 수업목표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식 차원 수업목표의 는 <표 15>

와 같다.

지식 차원 시

사실  

지식

컴퓨터를 사용할 때의 바른 자세를 알 수 있다.

정보를 다루는 곳을 알 수 있다.

개념  

지식

그림을 통하여 2진수를 이해할 수 있다.

컴퓨터에서 일과 폴더를 구별할 수 있다.

차  

지식

탐색 순서에 맞게 자료를 배치할 수 있다.

규칙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메타인지 

지식

모둠별로 주어진 문제에 한 해결 략을 세

워 발표할 수 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략

을 이해할 수 있다.

<표 15> 지식 차원 수업목표의 

인지과정 측면에서는 하  수 의 ‘기억하다’, 

‘이해하다’, ‘ 용하다’의 유목에 94.1%의 수업목표

가 할당되어 있어 고차원의 인지과정 유목에 해

당되는 수업목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실제 수업목표 진술에서 ‘알 수 있다’, ‘이해

할 수 있다’와 같이 구체 이고 명확하지 않은 목

표 진술이 많았다. 수업목표를 개발자에게는 각 

유목에 해당되는 하  동사의 종류를 알고,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3.2.5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목표 일치도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 지침의 단계별․ 역별 

목표와 인정 교과서의 수업목표의 일치도를 분석

하 다. ‘교육과정 목표와 일치하는 수업목표의 

개수 ÷ 교육과정 목표의 개수’로 구한 목표 일치

도는 <표 16>과 같다.

역

단계

정보 

사회의 

생활

정보 

기기의 

이해

정보 

처리의 

이해

정보 

가공과 

공유

종합

활동

1단계 0.52 0.45 0.64 0.70 0.37

2단계 0.51 0.65 0.32 0.86 0.45

3단계 0.53 0.59 0.46 0.75 0.45

<표 16> 목표 일치도 평균

모든 단계와 역의 평균은 0.55이다. 이는 교

육과정의 교육목표와 인정 교과서의 수업목표의 

일치도가 략 으로 약 55%라는 것을 알려 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따로 떨어져서 별개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서가 

제작되어진다. 따라서 교육목표에서 요구하는 목

표와 교과서의 목표의 일치도가 높을수록 교과서

는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것을 충실히 반 하 다

고 볼 수 있다. 충실한 교과서로 학습자에게 보다 

양질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이 요구하

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간의 목표 일치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4.  수업목표 기  개발

4.1 연구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그림 

2>와 같은 차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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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교과서 수업목표 분석

↓

수업목표 분석 제시

↓

수업목표 기준 개발

전문가 집단 구성

↓
←

타당도

신뢰도델파이 방법 사용

↓

전문가 집단에 의한 합의

↓

결론 제시

<그림 2> 수업목표 기  개발 차

델 이 방법(Delphi method)은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문가들의 의견 합의를 통하여 

미래를 측하는 데 목 이 있다[19]. 델 이 방법

은 각 문가들에게 개별 으로 설문서와 그 종

합된 결과를 달하고 회수하는 과정을 반복함으

로써 독립 이고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근해 

나갈 수 있게 한다. 한 통계 으로 의견을 처리

하여 제시함으로써 그룹 내의 의견 차이 정도를 

보여주고, 강한 소수 의견에 해서도 내용을 

악할 수 있도록 해 다. 이 연구에서는 수업목표 

기 에 한 합의된 의견 는 연구가 없는 실정

에서 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정보 교과의 수업

목표 기 을 개발하기 해 델 이 방법 용에 

기 하여 연구를 설계하 다.

패 의 문 인 견해가 연구에 직 인 향

을 미치므로 문가 패  선정은 매우 요한 일

이었다. 문가 커뮤니티는 크게 교육 학교 교

수, 컴퓨터교육 공자, 등학교 교사로 구성되

었으며, 교수와 컴퓨터교육 공자는 내용 문가

로, 등학교 교사는 교육과정 문가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정보 교육의 수업목표 기

 개발에 있어 이론과 장의 실제를 모두 고려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델 이 연구의 문가 패

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교육 학교 교수

컴퓨터교육 공 박사(과정) 는 석사(과정)

등학교 교사: 최근 5년 이내에 등학교 

교육과정과 련하여 연구 실 이 있는 인사

문가 패 을 최  30명으로 구성하 다. 최종 

3차까지 모두 응답한 문가 패 은 26명이며 세

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교육 학교 교수 5명, 박

사 과정은 2명이고 그  1명은 등학교 교사이

다. 석사 학  소지자인 등학교 교사는 4명이

며, 석사 과정에 재학 인 등학교 교사는 10명

이고, 컴퓨터교육을 공하지 않은 등학교 교사

는 5명이다.

델 이 1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의 형태가 주어

지며, 2차 조사 이후부터는 1차 조사를 통해 얻은 

응답을 바탕으로 반복 인 피드백이 구조화된 평

정지의 형태로 주어진다. 이 과정에서 문가들은 

문가 패  내에서 자신의 치를 확인하고, 의

견을 수정하거나 제시할 수 있다.

3차 조사에서 델 이 과정을 마친 이유는 이 

단계 이후에는 반응의 본질  변화가 거의 없다

는 연구 결과 때문이다[20].

3차에 걸친 질문지 배송  회수는 E-mail을 

이용하 다. E-mail은 응답 결과를 받지 못했을 

경우 쉽게 독 할 수 있었으며, 응답자들이 편한 

시간 를 선택하여 응답하므로 응답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4.2 개발

4.2.1 델 이 1차 조사

1차 조사에서는 정보 교과서 수업목표 기 에 

한 문가들의 폭넓은 아이디어를 얻기 해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 으며, 연구의 이해를 돕

기 해 정보 교과서 수업목표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하 다.

1차 설문에서 4명의 무응답자가 발생하 다. 무

응답자의 특성으로 이 연구의 목 인 등학교 

정보 교과서 수업목표 개발이란 주제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 다. 이는 무응답자의 문성 문제이기

도 하며, 연구 주제가 다소 생소하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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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번호 기준

수

1-①
수업목표는 한 차시 내에서 설정 가능한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을 모두 고려하여 제시한다.

1-②
학습목표로서 제시되는 수업목표 외에 학습
활동의 선택 차원에서 가능한 많은 수의 수
업목표를 개발한다.

1-③
교사에게 수업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경험을 
묻고, 이에 따라 수업목표 수를 조절한다.

1-④
해당 차시 또는 단원의 학습내용의 분량에 
따라 수업목표의 수를 조절한다.

1-⑤
수업목표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목표 수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저수준의 수업목표가 
고수준의 수업목표 보다 개수가 많아야 한다.

진술

방법

2-①
수업목표의 기본적인 진술 방식은 Tyler의 
방식에 따른다.

2-①
Mager, Gagné의 진술 방식은 Tyler 방식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특정 차시 
혹은 단원에서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2-③
‘기능’, ‘절차’를 다루는 내용에서는 Mager 
또는 Gagné의 진술 방식을 사용한다.

문장 

형식

3-①
수업목표의 기본적인 문장 형식은 홑문장을 
사용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겹문장을 사용
하지 않는다.

3-②
내용이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겹문
장이 홑문장보다 수업목표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라면 겹문장을 사용한다.

교육

목표 

분류

4-①
수업목표는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측면에서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4-②
수업목표의 영역별 구성 비율은 인지적 영
역이 60%, 정의적 영역이 30%, 심동적 영
역이 10%로 구성되도록 한다.

<표 17> 수업목표 기

4-③
각 단원의 마지막 차시에 정의적 영역의 수
업목표를 제시하여 정보 교과에 대한 바람
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한다.

4-④
정보통신윤리에 관한 내용은 정의적 영역의 
수업목표를 주 목표로 하되 인지적 영역의 
수업목표를 함께 제시한다.

4-⑤
기능을 다루는 내용에서는 심동적 영역의 
수업목표를 주 목표로 하되 인지적 영역의 
수업목표를 함께 제시한다.

개정 

블룸

의 

교육

목표

분류

5-①
각 영역에서 낮은 차원의 목표부터 점차 고
차원적인 목표까지 단계적으로 목표를 제시
한다.

5-②
지식 차원에서 수업목표는 사실적 지식, 개
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의 구성 비율을 
30%로 하고 메타인지 지식은 10%로 한다.

5-③

3-1. (고학년) 인지과정 차원에서 저수준의 
‘기억하다’, ‘이해하다’, ‘적용하다’ 유목은 
80%로 구성하고, 고수준의 ‘분석하다’, ‘평가
하다’, ‘창안하다’ 유목은 20%로 구성한다.
3-2. (저학년) 인지과정 차원에서 저수준의 
‘기억하다’, ‘이해하다’, ‘적용하다’ 유목은 
90%로 구성하고, 고수준의 ‘분석하다’, ‘평가
하다’, ‘창안하다’ 유목은 10%로 구성한다.

목표 

일치

도

6-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수업목표 일치도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6-②
현장 교사들이 개정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
영지침에 따른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

가 

의견

7-①
수업목표를 구성하는 핵심 용어는 본문 내 
중요도, 학습자의 이해도 및 호감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7-②
수업목표는 난이도(상, 중, 하)에 따라 분류
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7-③
초등학생의 학년별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
목표분류학의 유목 분포를 설정해야 한다.

7-④
수업목표와 평가 계획은 일원화될 수 있도
록 구성해야 한다.

개방형 설문으로부터 수집한 패 들의 반응을 

편집하여 델 이 2차 조사를 한 구조화된 폐쇄

형 문항을 작성하는 일이 델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차이다[19]. 폐쇄형 질문은 1차 조사의 

응답 패턴을 분석하고 가능한 모든 패 들의 응

답을 포함하되, 특정 수업목표 기 에 해  

상반된 의견을 보인 경우에는 다수 의견을 채택

하고 소수 의견을 배제하 다. 한 정보 교과서 

수업목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을 보충하여 

수업목표 세부 기 을 설정하 다.

개방형 설문의 응답은 연구자가 제시한 수업목

표 분석 결과의 각 항목에 한 문가의 의견과 

문가 개인의 수업목표 기 에 한 견해로 구

분해 볼 수 있었다. 수업목표 분석 결과에 한 

문가의 의견은 각 항목에서 다수의 의견을 채

택하 다. 한 문가가 제시한 새로운 견해는 2

차 설문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학술 인 용

어를 사용하여 수정하 다. 개방형 설문을 토 로 

구성한 수업목표 세부 기 은 7개 역 24개로 

<표 17>과 같다.

4.2.2 델 이 2차 조사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문가 패 이 응답

한 개방형 질문을 구조화하여 폐쇄형 문항으로 

구성하 다. 2차 조사에서 질문한 내용은 두 가지

이다.

첫째, 수업목표를 개발하기 한 기 으로 선정

된 세부 기 이 필요한가?

둘째, 수업목표를 개발할 때 선정된 세부 기

이 필수 ( 는 선택 )으로 용되어야 하는가?

2차 조사의 응답을 통계 처리한 결과는 <표 

18>과 같으며, 3차 질문지에 포함하여 제시하

다. 각 항목은 Likert 5단계 척도를 사용하여 작성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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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질문1 질문2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필수 선택

1-① 3.73 1.15 4 18 (69.2%) 8 (30.8%)

1-② 3.15 1.05 3 5 (19.2%) 21 (80.8%)

1-③ 4.08 0.80 4 16 (61.5%) 10 (38.5%)

1-④ 4.08 0.98 4 19 (73.1%) 7 (26.9%)

1-⑤ 3.62 1.02 4 15 (57.7%) 11 (42.3%)

2-① 3.46 0.90 3.5 9 (34.6%) 17 (65.4%)

2-② 3.77 0.51 4 11 (42.3%) 15 (57.7%)

2-③ 4.04 0.53 4 11 (42.3%) 15 (57.7%)

3-① 3.92 0.69 4 16 (61.5%) 10 (38.5%)

3-② 3.85 0.73 4 13 (50.0%) 13 (50.0%)

4-① 4.42 0.70 5 20 (76.9%) 6 (23.1%)

4-② 3.54 0.86 4 10 (38.5%) 16 (61.5%)

4-③ 4.04 0.77 4 14 (53.8%) 12 (46.2%)

4-④ 3.88 1.07 4 13 (50.0%) 13 (50.0%)

4-⑤ 3.85 0.78 4 9 (34.6%) 17 (65.4%)

5-① 4.58 0.70 5 23 (88.5%) 3 (11.5%)

5-② 3.81 0.69 4 11 (42.3%) 15 (57.7%)

5-③ 3.73 0.67 4 9 (34.6%) 17 (65.4%)

6-① 4.38 0.75 4.5 22 (84.6%) 4 (15.4%)

6-② 4.54 0.76 5 22 (84.6%) 4 (15.4%)

7-① 4.35 0.63 4 20 (76.9%) 6 (23.1%)

7-② 4.12 0.91 4 15 (57.7%) 11 (42.3%)

7-③ 4.27 0.78 4 14 (53.8%) 12 (46.2%)

7-④ 4.73 0.45 5 21 (80.8%) 5 (19.2%)

<표 18> 2차 조사의 응답 결과

4.2.3 3차 조사

3차 조사는 2차 조사에서 사용한 질문지의 내

용과 동일하며, 2차 조사에서 문가 패 이 응답

한 결과를 통계 처리하고 문가 본인의 의견과 

함께 제시하여, 체 문가 패 에서 자신의 

치를 확인하고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 다.

문가 패  체의 응답 결과는 기술통계에서 

푯값을 표 하는 아래의 방법을 사용하여 나타

내었다.

도수 분포(frequency distribution)

상자그림(Boxplots)을 이용한 푯값 제시: 제

1사분 수(Q1, 응답의 25%에 해당), 앙값

(Md, 응답의 50%에 해당), 제3사분 수(Q3, 

응답의 75%에 해당), 응답의 범 (최솟값과 

최댓값)를 상자도표를 이용하여 시각 으로 

나타냄

평균

4.2.4 최종 결과  논의

3차 조사에서 문가 패 의 반응이 부분 2

차 조사와 비슷하여 델 이 과정을 마쳤으며, 3차 

조사까지 시행한 델 이 설문의 최종 결과는 <표 

19>와 같다.

수업목표 기 을 개발하기 한 질문은 두 가

지 다. 첫 번째 질문인 “수업목표를 개발하기 

한 기 으로서 선정된 세부 기 이 필요한가?”에

서 12개의 세부 기 이 평균 4  이상을 얻었다. 

한 1개의 세부 기 을 제외하고 3차 질문의 표

편차가 2차 질문보다 감소하여 체 문가 패

이 합의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 다. 두 번째 

“수업목표를 개발할 때 선정된 세부 기 이 필수

( 는 선택 )으로 용되어야 하는가?”에서 15

개의 세부 기 이 50% 이상의 필수 용 의견을 

얻었다.

5.  결론  제언

이 연구는 등학교 정보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선 을 모색하기 해 교육과정의 출발 이라

고 할 수 있는 목표에 해 분석을 하 다. 타 교

과의 경우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수업목표를 

분석하여 문제 을 진단하고 차기 교육과정 개발

에 시사 을 제공하 는데, 이 연구는 정보 교과

를 상으로 체계 으로 행해진 수업목표 분석에 

한 연구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수업목표 분석 

결과 인정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수업목표는 특정 

유목, 역에 치 되었으며 균형 있는 시각에서 

고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델 이 방법을 통해 24개의 정보 교과서 수업

목표 기 이 2가지 측면(필요성의 정도, 필수 

용 는 선택 용)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각 

기 은 정보 교과서 수업목표 개발 시 참고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통계 자료에 의해 선별하여 

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수업목표 기 을 개발하고 제안

함으로써 수업목표에 한 인식은 물론 향후 정

보 교육과정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것이다.

이 연구에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교육목표 분류학  측면에

서 수업목표 기 에 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균

형 있는 수업목표를 개발하기 해서는 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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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질문1
질문2

최종(3차) 결과 표준편차

평균 중앙값 2차 3차 증감 필수 선택

1-① 3.81 4 1.15 0.85 -0.30 20 (76.9%) 6 (23.1%)

1-② 3.08 3 1.05 0.93  -0.12 5 (19.2%) 21 (80.8%)

1-③ 3.92 4 0.80 0.39 -0.41 14 (53.8%) 12 (46.2%)

1-④ 4.12 4 0.98 0.82 -0.16 22 (84.6%) 4 (15.4%)

1-⑤ 3.69 4 1.02 0.79 -0.23 14 (53.8%) 12 (46.2%)

2-① 3.46 3 0.90 0.58 -0.32 5 (19.2%) 21 (80.8%)

2-② 3.88 4 0.51 0.43 -0.08 9 (34.6%) 17 (65.4%)

2-③ 4.04 4 0.53 0.34 -0.19 8 (30.8%) 18 (69.2%) 

3-① 3.96 4 0.69 0.53 -0.16 19 (73.1%) 7 (26.9%)

3-② 3.69 4 0.73 0.47 -0.26 11 (42.3%) 15 (57.7%)

4-① 4.54 5 0.70 0.58 -0.12 23 (88.5%) 4 (11.5%)

4-② 3.65 4 0.86 0.49 -0.37 9 (34.6%) 17 (65.4%)

4-③ 4.23 4 0.77 0.43 -0.34 19 (73.1%) 7 (26.9%)

4-④ 4.04 4 1.07 0.66 -0.41 13 (50.0%) 13 (50.0%)

4-⑤ 3.92 4 0.78 0.56 -0.22 8 (30.8%) 18 (69.2%)

5-① 4.73 5 0.70 0.45 -0.25 25 (96.2%) 1 (3.8%)

5-② 3.73 4 0.69 0.78 +0.09 8 (30.8%) 18 (69.2%)

5-③ 3.85 4 0.67 0.54 -0.13 7 (26.9%) 19 (73.1%)

6-① 4.54 4 0.75 0.51 -0.24 26 (100.0%) 0 (0.0%)

6-② 4.69 5 0.76 0.47 -0.29 24 (92.3%) 2 (7.7%)

7-① 4.38 4 0.63 0.50 -0.13 24 (92.3%) 2 (7.7%)

7-② 4.31 4 0.91 0.47 -0.44 19 (73.1%) 7 (26.9%)

7-③ 4.31 4 0.78 0.55 -0.23 17 (65.4%) 9 (34.6%)

7-④ 4.88 5 0.45 0.33 -0.12 24 (92.3%) 2 (7.7%)

<표 19> 최종 결과

의 학년별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목표 분류학의 

유목 분포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과정은 목표, 수업의 실제, 평가를 통

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들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련을 맺는다. 따라서 목표, 

수업의 실제  평가를 일원화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셋째, 개정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에서 지식 

차원은 4가지의 하  유목으로 분류된다. 수업목

표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 교과의 개념  지

식과 메타인지 지식을 설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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