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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정보 교과서의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High School Informatics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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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기 하여 개발되고 2011년부터 학교에 보 된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이를 하여 인정 심사를 통과한 정보 교과서 6권에 해 교

과서의 구성 체제와 내용의 두 가지 거를 바탕으로 내용 분석법을 용하 다. 교과서 구성 체제에서는 

체 구성, 역별 비 , 내용 개, 평가 유형을 분석하 으며, 내용 분석에서는 정보 교과서의 내용구성 

4개 역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의 수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보 교과서에 수록된 개념의 수

가 많고 수 이 높은 것으로 악되었다. 한 역별 내용과 목차 구성에서 교과서별로 차이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역별 내용  목차 구성, 문용어 사용, 실습 유무 

등 정보 교과서에 한 여섯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 중심어 :∣정보 교육과정∣교과서∣내용 분석법∣고등학교∣

Abstract

From 2011, newly developed Information textbook will be given to high school students. This 

research investigates contents of the new Information textbook and attempts to offer 

improvement of the book, which were compiled according to the 2007 Revised Curriculum. This 

thesis aims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structure of six Information 

textbook which passed the screening. The structures of six textbooks were examined under four 

sections, which are overall structure, relative importance in the textbook, development method, 

and evaluation type. Moreover, for analyzing the contents, the research investigated the number 

of the major concepts that are dealt in the textbook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too many 

difficult concepts for high school students and reveals that there are big difference in the 

contents and construction among textbooks. This research suggests how the textbook should be 

revised in the light of the contents, construction, terminology, and practic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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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교과서 편찬 제도는 ㆍ 등교육법 29

조에 따라 국정, 검정, 인정제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

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1]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하는 교과서 편찬 기 [2][3]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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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는 인정 교과서 형태로 6

종의 교과서가 개발되었다[4-9]. 인정 교과서는 시도교

육청이 주 하여 인정 과정이 수행되고 있으며, 인정 

차, 기간, 산 등의 문제로 검인정 교과서와 다른 새

로운 문제 이 나타날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 교과의 체제는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로 이루어져 7차 교육

과정의 체제와 동일하다. 그러나 교과목 명칭이 ‘정보 

사회와 컴퓨터’에서 정보로 변경되었으며, 내용은 크게 

4개 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역의 내용은 컴퓨터 과

학 내용을 강화하고 학교 정보의 3단계와 연계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창의  문제 

해결을 가장 높게 요구하고 있다. 그로인해 기 ·기본 

교과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비  사고력, 창의  사고

력, 단  의사 결정력 등의 신장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 과목의 총 인 목표는 정보처리의 기본 원리

와 올바른 정보 활용 지식을 습득하여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표 하고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창의 이고 능동 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정보 과목은 학생의 능

력, 성, 진로를 고려한 문제 심의 체험 학습으로 수

업 운  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확 되었다. 이러한 들이 교과서의 개발  실제 교

수·학습 운  시에 고려되어야 될 요인이다. 정보 과목

의 평가는 평가 계획, 평가 목표와 방법, 평가의 활용으

로 나 어 제시한다. 

교과서를 평가하기 해서는 평가 기 이 제시되어

야 한다. 일반 으로 가장 쉽게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

은 외형  체제와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를 비교하고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정 

심의를 통과한 6종의 인문계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를 

연구 상으로 한다.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 내용은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의 외형  체

제, 내용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Ⅱ. 관련 연구 

재까지 발표된 컴퓨터 교과서 련 논문은 기존 교

과서의 분석, 개선 방안 제안, 교과서의 선택 기   

거 제안 등에 한 것이었다[10-16]. 신수범과 이태욱

은 [10]의 연구에서 컴퓨터 교과의 성격 분석과 교육과

정 구성 략에서 정확히 교과 종류에 속하지 않지만 

경험  의미, 기본 교과 역에 속할 수 있으며 학문  

에서는 컴퓨터 역이 가장 합하다고 하 다. 

한 컴퓨터 교과가 교과로서 정착하기 해서는 시민의 

보편 인 가치에 부응하고 내부 으로도 명확한 구조

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 다. 

이순옥은 [11]의 연구에서 기존 교과서 분석 연구를 

종합하여 교과서 분석 거를 ‘외형  체제’와 ‘내용’ 두 

가지 측면으로 나 어 제시하 다. 교과서는 타당하고 

진실된 내용을 포함하야 하며, 인쇄매체로서의 외형  

매력도 갖추어야 한다고 하 다. 

김 주와 이종연은 [12]의 연구에서 기존의 교과서 

평가 거를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 교과서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한 선택 거를 제안하고, 정보 교과서를 

Hutteman과 Romey의 분석법으로 평가하 다. 

김경효는 [13]의 연구에서 정보·컴퓨터 교과의 문

계 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활성

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 다. 

진 학, 허민, 김 식은 [14]의 연구에서 개정 7차 교

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학교 정보 교과서 8종을 체제

와 내용의 두 가지 거를 고려하여 내용 분석법으로 

비교·분석 하고, 교과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최길수는 [15]의 연구에서 학교 여건에 합한 정보 

교과서 선정을 한 거를 제안하고, 정보 교과서의 

창의  문제 해결력 경향을 정량 으로 분석하는 방법

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법을 용하 으며, 교과서 

내용의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각 교과서간의 비교를 통

해 정보 교과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제작된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를 

상으로 처음 연구한 것에 의미가 있다.

Ⅲ. 연구의 방법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법을 용하여 교과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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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졌다. 교과서 내용의 분석 자료를 가지고 각 

교과서간의 비교를 통해 정보 교과서의 개선방안을 제

시하 다.

1. 정보 교과서 구성 체제 분석
1.1 전체 구성 체제 분석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교과는 정보와 컴퓨터에 한 

올바를 지식 습득  창의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기 

해 4개 역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역별 학습 

내용은 [표 1]과 같다.

역 학습 내용

Ⅰ 정보 기기의 구
성과 동작

논리 연산과 논리 회로, 운영체제의 이해, 
네트워크의 이해

Ⅱ 정보의 표현과 
관리

논리와 추론, 관계와 함수, 대량의 자료 관
리

Ⅲ 문제 해결 방법
과 절차

문제 해결 전략, 구조적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Ⅳ 정보 사회와 정
보 기술 정보 사회의 변화, 웹의 활용

표 1. 고등학교 정보 교과의 내용 체제

분석 상 교과서에 한 체 구성 체제 분석 결과

는 [표 2]와 같다. 교과서 체 구성에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체 쪽수의 편차가 크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인정도서의 인정

기 은 교과서 기  쪽수를 제시하지 않았다. 체 쪽

수가 가장 은 A교과서는 223쪽이고, 가장 많은 F교

과서는 293쪽이다.

둘째, 소 역수의 차이가 크다. 출 사별 수를 살펴보

면 F교과서가 25개로 가장 고, C교과서가 43개로 가

장 많았다. 소 역의 차이는 그 역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의 분량과 계가 있다. 소 역의 수가 많다는 것

은 개념의 수도 많다는 것을 뜻한다. 결과 으로 교과

서 내용의 충실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교과서에 따라 읽을거리의 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서 읽을거리는 각 단원의 내용과 

련된 읽기 자료를 제시하여 련 분야에 한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주는 

역할을 한다. D교과서는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시하며 

16개로 가장 많았고, E교과서는 3개로 가장 었다.

A B  C D E F

전체쪽수 223 240 277 258 287 293
대영역수 4 4 4 4 4 4
중영역수 11 11 11 11 11 11
소영역수 30 30 43 27 27 25
읽을거리 11 7 4 16 3 4
실습 유 유 무 무 무 무
활동/수행학습 유 유 무 유 유 유
수준별 학습 유 유 유 유 유 유
소그룹협동학습 유 유 무 유 유 무
단원요약/정리 유 유 유 유 유 유
평가문항 유 유 유 유 유 유

표 2. 교과서의 전체 구성 분석

넷째, A와 B교과서에만 실습하기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 교과는 주로 컴퓨터 과학을 다루는 학문으로 컴퓨

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교과서에 실습하기 부분이 

있다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컴퓨터에 근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C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는 활동/

수행학습을 제공한다. 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에 따르

면 각 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과정이나 성과를 수시로 

평가하도록 하 다.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를 병행하되 

정의  역의 평가는 선다형보다는 서술형 문항을 활

용하여 가치, 태도 등을 간 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여섯째, C와 F교과서는 소그룹 동학습을 제공하지 

않는다. 정보 사회와 정보 기술 역에는 인터넷의 역

기능에 한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에 

한 수업은 소그룹 활동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1.2 내용 전개 구조 분석
분석 상 교과서의 내용 개 구조는 [표 3]과 같으

며, 표에서 사용한 용어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용어들을 

그 로 사용하 다. 내용 개 구조의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과서의 내용 개 구조는 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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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입 역도입
소 역

역정리 역정리
도입 개 정리

A 대영역 안내
학습목표
중영역안내
(일러스트)

-
본문내용

예제와 실습
해보기

더 알고가기 학습내용정리
스스로 평가 대단원 평가

B 대영역 안내 학습목표
생각열기 -

본문내용
예제와 실습

해보기

보충 및 심화 수행평가활동
학습내용정리
스스로평가

대단원 평가

C 대영역 안내 중영역 안내 학습 목표
본문내용
보충학습
해보기

- 단원정리
단원평가 -

D 대영역 안내
참고사이트소개 중영역 안내 학습 목표

본문내용
보충설명
해보기

스스로 하기 탐구활동
단원정리

서술형자가진단
수행평가
단원평가

E 대영역 안내
생각열기
단원돋보기
짚고 가기

학습 목표 본문내용
더 알아보기

배운 내용
이해하기

수행평가
내용정리
단답형평가

대단원 마무리
(평가)

F 대영역 안내
단원열기
시작하면서

(만화)
학습 목표 본문 내용

더 알아보기 탐구 활동
중단원 정리
자기평가
실습노트

요점정리
마무리평가
(퍼즐 등)

시사 읽을거리

표 3. 교과서의 내용 전개 구조 분석

역 도입, 소 역(도입, 개, 정리), 역 정리, 역 

정리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둘째, 부분의 교과서가 역 도입의 내용이 빈약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교과서의 경우 역 안내 

부분에 참고 사이트를 소개하여 학습 안내에 도움을 주

었다. 학습자들의 충분한 동기 유발이 가능하도록 모든 

교과서의 역 도입 부분의 충실한 내용 구성이 요구

된다.

셋째, A,B교과서는 학습 목표를 역 도입에서 제

시하 고, 그 외 다른 교과서는 소 역 도입에서 제시

하 다. 학습 목표는 교과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가 궁

극 으로 달성하여야 할 기 을 제시하는 것이다. 

역 도입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역의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학습 목표를 소 역에서 제시하고 소

역 수 에 맞게 세부 목표를 진술해야 한다.

넷째, A,E,F교과서는 역 도입을 일러스트로 표

하 다. 학습할 내용을 그림과 로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하 고, 흥미로운 구성으로 동기를 유발하는 효과

도 있다. 

다섯째, C교과서는 단원정리를 길게 서술하 다. 일

반 으로 단원정리는 학습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나

타내어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기 한 자료이다. C교과

서는 다른 교과서처럼 알아보기 쉽게 정리된 형태의 단

원정리를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D,E,F교과서는 내용 개의 모든 요소를 구

성하고 있다. 실제 수업에서 내용 개의 요소들은 모

두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포함되지 못한 요소들

은 교사가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해야 한다. 따라서 

내용 개의 모든 요소들을 교과서에 반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1.3 평가 유형 분석
[표 4]는 평가 유형 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교

과서에서 제시된 평가 유형은 자기보고식 평가, 개인평

가, 모둠평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평가 유형에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F교과서를 제외한 A,B,C,D,E교과서는 자기보

고식 평가에 찾아보기 쪽 번호를 지정하 다. 학습자 

스스로가 평가 후 내용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쉽게 

찾아 확인할 수 있도록 F교과서도 찾아보기 쪽 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일반 인 개인평가는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문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B교과서는 개인평가

에서 퍼즐이나 사다리 게임 같은 유형의 문항을 제공하

고 있어서 학습자에게 재미와 학습평가의 효과를 동시

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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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보고식 
평가

개인평가 모둠평가

A 2~4개 문항 
(중영역)

선다형 및 서술형 
13~16개 문항(대영역)

토의하기 
2개 문항 

B 3~6개 문항 
(중영역)

선다형 및 서술형 
15~20개 문항(대영역)

문제해결형
1~7개 문항

C - 선다형 및 서술형 
8~16개 문항(중영역) -

D 5~6개 문항 
(중영역)

선다형 및 서술형 
10~11개 문항(대영역)

토의 1개 문항
토론 3개 문항

E 7~9개 문항 
(대영역)

선다형 및 서술형 
5~9개 문항(대영역) 토론 3개 문항

F 3~4개 문항 
(중영역)

선다형 및 서술형 
5~7개 문항(중영역) -

표 4. 평가 유형 분석

셋째, A,B,D,E교과서는 모든 평가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C교과서는 개인평가만 제공하고 자기보

고식 평가와 모둠평가가 없어 교과 내용 반에 걸쳐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교과서의 영역별 비중 및 내용 분석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의 역별 비율 기

을 1 역은 20%, 2 역은 30%, 3 역은 30%, 4 역은 

20%로 제시하 다. [그림 1]은 교과서별로 체 페이지

와 개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와 [그림 3]은 

교과서의 페이지와 개념의 수를 각각 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교과서별 페이지와 개념의 수

그림 2. 교과서의 영역별 페이지 수

그림 3. 교과서의 영역별 개념의 수

[그림 2]에 따르면, A와 E교과서는 다른 교과서들보

다 역 Ⅰ의 비율이 상 으로 높고, B,C,F교과서는 

역 Ⅲ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교과서

는 역별 페이지 비율의 편차가 가장 크고, F교과서는 

비율의 편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별로 개념의 수를 비교한 [그림 3]에 따르면 모

든 교과서에서 역별 개념의 수에 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든 교과서에서 역 Ⅰ이 다른 

역들보다 상 으로 많은 개념들을 다루고 있다.

[표 5]는 4개 역에 해 각 단원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들을 나타낸 것이다. 각 역에서 다루는 개념에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보 기기의 구성과 동작 역에서는 교과서의 4개 

역 가운데 가장 많은 평균 102개의 개념들을 다루고 

있다. 이 역은 논리 연산과 논리회로, 운 체제의 이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의 비교 분석 493

역 단원 주요 개념

Ⅰ

논리연산과 논리
회로

진법, 진법표현, 불대수, 논리연산, 논리식의 표현, 논리식의 간소화, 불 함수, 불 대수 법칙, 카르노 맵, 논리 회로, 기본 논리 
회로, 조합 논리 회로, 반가산기, 전가산기, 논리회로의 응용, 진리표, 생활 속의 논리 회로

운영체제의 이해
운영체제의 개념, 프로세스, 프로그램,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의 차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팅, 운영체제의 목적, 운영체제의 
기능, 운영체제의 종류, 운영체제의 처리 방식, 프로세스 상태, 프로세스 스케줄링, 다중작업, 기억장치의 계층구조, 주기억 장
치, 보조기억 장치, 기억장치 관리 기법, 가상 메모리, 주기억 장치 관리, 데이터 호출, 배치기법, 교체기법, 교착 상태

네트워크의 이해
네트워크, 네트워크계층 구조, OSI참조모델, 통신프로토콜, TCP/IP의 계층구조, 무선네트워크, 유선네트워크, IP주소, 도메인 
네임, 전송매체, 네트워크 통신방식, 네트워크 유형, 네트워크 관련 장치, 데이터 전송 방식, 인터넷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보안의 필요성, 해킹, 해킹의 유형, 네트워크 보안 기술, 바이러스, 침입탐지 시스템, 방화벽, 암호기술, 전자서명, 생활 속의 
보안, 보안 요소, 보안 방법 

Ⅱ

논리와 추론 명제, 명제 논리, 논리 연산자, 진리표, 복합 명제, 술어, 술어 논리, 술어와 변수, 한정 기호, 술어 논리의 활용, 추론, 추론의 
규칙, 추론 방법, 증명, 증명 방법 

관계와 함수 관계, 관계의 특성, 관계의 유형, 관계의 표현, 관계의 규칙, 이항관계, 함수, 함수의 종류,  함수의 표현, 함수와 관계의 비교, 
함수의 활용

대량의 
자료 
관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데이터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파일처리 시스템,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 모델, 데이터베이스 언어, 개체관계 다이어그램, 개체관계 데이터 모델, 
관계형 데이터 모델, 키의 종류, 무결성, 데이터베이스 연산, 데이터베이스 구현, SQL, SELECT, INSERT, UPDATE, 
DELETE, 관계대수, 관계연산, 관계해석

Ⅲ

문제 해결 
전략

문제, 문제의 구조화, 문제 인식, 문제 표현, 문제 해결 방법, 문제 해결 과정, 알고리즘, 알고리즘 성능, 알고리즘 설계, 하향식 
접근 방법, 상향식 접근 방법, 문제 해결 전략 방식,  문제 해결 방법의 표현, 정렬, 정렬 방법, 프로그래밍기법,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

구조적 
프로그래밍

구조적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램 구성요소, 변수, 순차구조, 제어문, 조건문, 중첩 조건문, 반복문, 배열, 함수, 
함수의 필요성, 함수의 표기, 함수의 활용, 인수, 매개변수, 지역변수, 전역변수, 함수의 반환, 함수의 재사용성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절차적 프로그래밍, 구조적프로그래밍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비교, 객체, 추상화, 클래스, 속성, 인
스턴스, 메소드, 상속, 다형성, 캡슐화, 객체 지향 분석, 객체 지향 설계, 객체 지향 구현, 객체 지향 개발 단계, 클래스의 관계

Ⅳ
정보
사회의 변화

정보사회, 정보윤리, 정보사회의 기능, 정보의 개념, 정보사회의 문제점, 정보보호, 정보보호 기술, 개인정보 보호 제도, 정보사
회의 영향, 저작권, 저작권 침해와 보호, 저작권의 특징, 정보사회의 직업 변화, 정보 기술의 발전, 미래의 정보생활, 정보윤리의 
목표, 정보윤리의 필요성, 정보기술의 종류, 정보윤리의 원칙, 정보보호 관련 법률, 생활 속의 정보 기술

웹의 
활용

웹, 인터넷 서비스, 웹의 동작 원리, 웹 관련 용어, 웹의 활용 분야, 웹 사이트 종류, 웹 사이트 구성, 웹 사이트 구축, 웹 사이트 
구조, 웹 사이트 운영, 웹 기술 활용, 웹의 진화, 웹 서비스의 변화, 웹의 건전한 참여, 웹 서비스의 종류

표 5. 영역별 주요 개념

해, 네트워크의 이해로 구성된다. 정보의 표 과 리 

역은 논리와 추론, 계와 함수, 량의 자료 리로 

구성되며, 각 교과서는 평균 56개의 개념들을 다루고 

있다. 문제의 해결 방법과 차 역에서 각 교과서는 

평균 50개의 개념들을 다루고 있으며 4개 역  가장 

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교과서의 이 역에서 사용

한 로그래  언어의 종류는 크게 교육용 로그래  

언어(스크래치), 인터 리터 언어( 이썬), 스크립트 언

어(자바), 컴 일러 언어(C언어)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 사회와 정보 기술 역에서 각 교과서는 평균 

55개의 개념들을 다루고 있다.

‘정보사회와 컴퓨터’와 비교할 때 ‘정보’ 교과서에서

는 워드 로세서나 스 드시트와 같은 응용 로그램

의 사용법에 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컴퓨터 과학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이  교과서와 비교할 때 ‘정보’ 교

과서에서 다루는 개념의 수가 많아지고 내용의 수 도 

높아지게 되었다. 

3. 교과서 개선 방안
본 논문에서는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를 비교하고 분

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과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교과서의 차례는 출 사별 집필진의 의 하에 

동일하게 구성해야 한다. 부분의 교과서가 역의 

차례를 정보 기기의 구성과 동작, 정보의 표 과 리, 

문제 해결 방법과 차, 정보 사회와 정보 기술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B교과서만 정보 사회와 정보기술을 1

역으로 구성함으로써 교수자나 학습자에게 혼돈을 

 수 있다.

둘째, 역 도입 부분의 내용을 추가 구성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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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교과서가 역 도입에서 역 목차와 

역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실질 으로 학습자들

의 동기 유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만화나 캐

릭터를 이용한 설명을 곁들이면 좀 더 재미있게 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습 목표는 내용 수 에 맞게 소 역 도입에

서 제시되어야 한다. A와 B교과서는 역에서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역의 목표만 제시되었으며, 

소 역에 맞는 세부 인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교과서의 소 역 목차를 동일하게 구성해야 한

다. C교과서의 소 역수가 43개로 가장 많았고, F교과

서는 25개로 가장 었다. 이것은 소 역의 내용 차이

가 크다는 것을 간 으로 나타내고 있다. 소 역의 

목차를 동일하게 구성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

이다.

다섯째, 각 교과서가 제시한 개념에 해 일 성 있

는 용어의 사용이 요구된다. 를 들면 A,C,E교과서는 

개체- 계도로 표 하 고, B,D,F교과서는 개체- 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학습

자에게 같은 뜻의 용어를 다르게 표 하는 것은 새로운 

용어로 오인될 수 있다. 사  의를 통해 이로 인한 문

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정보 교과서에는 반드시 실습하기를 구성해

야 한다. 교과의 특성상 컴퓨터와 련된 내용이 많아

서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교과

서에 제시된 실습하기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지도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총 6종의 교과서  A,B교과서만 교과 내용에 실

습하기를 구성하고 있다.

2007 개정교육 과정에 근거하여 제작된 고등학교 정

보 교과서는 체 인 내용 구성이 학습자들 수 에 비

해 어려웠다. 학의 공과정에서 배우는 역을 함축

으로 교과서에 수록함으로써 기본 개념에 한 설명

의 부족으로 학습 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 다양

한 공 역의 내용들을 교과서 한권에 모두 수록함으

로써 주요 개념 주의 짧은 문장으로 표 된 부분이 

많았다.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정보’ 교과서는 워드 로세서

나 스 드시트와 같은 응용 로그램의 사용법 신

에 컴퓨터 과학과 로그래 에 한 내용이 크게 확

되었다. 재 정보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 상치교사

들이 많은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습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연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제작

된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를 외형  체제와 내용이라는 

두 가지 거를 가지고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하 다. 

많은 내용을 담아 겉포장을 하기 보다는 학습 시 실

질 으로 학습자에게 교과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

도록 교과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학교 수업 시 내용의 

어려움으로 교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고서를 주

로 활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단순히 교과서 주의 내용분석 연구이어

서 다양한 방향에서 교과서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 다. 이에 향후 새로운 교과서 분석에서는 학습자

와 교수자, 작자간의 상호 계와 여러 가지 물리  

특성 등 새로운 연구 방법을 통한 교과서 분석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해 

내용 분석법을 용하 다. 그 결과 연구 내용이 교과

서의 구조 인 측면과 정량 인 측면에 치 되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Romey 분석법 등을 용하여 교과서

의 실제 내용에 한 정성 인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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