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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의 창의 인 인재 양성을 해 2018년도부터 등학교에서 소 트웨어 교육을 실시한

다. 2015년에는 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소 트웨어 교육의 교육 내용과 성취기 을 만들었다. 본 연구는 등학

교 교사 199명을 상으로 소 트웨어 교육에 한 인식을 조사했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 트웨

어 교육이 등학교에 필요하고, 17시간으로는 부족하다. 둘째, 재 교사들은 일반 인 소 트웨어 교육의 교육 

내용, 교수 학습 방법, 평가 방법, 자료 개발 방법 등의 내용을 잘 모른다. 셋째, 성취기 에 한 이해, 성취기

 합한 교육 자료 개발과 지도 방법에 해서도 인지가 낮다. 따라서 등학교 모든 교사가 교사 연수를 통

하여 성취기 에 합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평가 방법, 지도 방법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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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nurture creative talent in the 21st century knowledge-based society in elementary education soft-

ware is carried from the year 2018. The educational content and achievement standards to conduct a software 

education had been made in the 2015. In this study, the recognition of educational software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199 people is investigated. Findings are as follows. Elementary education is the first software required, 

and is lacking in 17 hours. Second, the idea of a common training software educati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evaluation methods, how to develop information materials. Third, lower cognitive development and edu-

cational materials for the teaching methods appropriate for understanding, achievement standards for achievement 

standards. Therefore, should allow teacher training teaching materials development, assessment methods, teaching 

methods suitable for the achievement standards available to all teachers throughout the school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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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창의성을 갖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 인재가 필요하다[1].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 로 어들었고, 학생들은 지식정보를 

생성하여 국제 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부

분의 국가들이 산업 사회의 교육 방법이 아니라 지식 

정보 사회의 교육 방법으로 컴퓨터 교육을 체계 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미국·독일 등은 산업사회에 수학  과학을 기

본 교과로 하여 공교육 틀을 유지해 오다가 21세기부터 

본격 인 지식 정보 사회의 시작으로 정보를 단순히 활

동하는 것이 아닌,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

하기 해서 컴퓨터 교육을 요하게 다루고 있다.

먼  국은 매우 선도 으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

육에서 학생들이 직  소 트웨어를 제작하기 한 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부터 등학교 1학년부터 

컴퓨 이라는 교과목을 신설하여 실시하고 있다[2][3]. 

국 런던의 과학박물 에 가보면 수학과 더불어 컴퓨

이라는 구역(zone)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심을 가지

게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ISTE와 ACM 기 에서 컴퓨터 교

육에 한 표 안을 만들어 소 트웨어 교육 과정을 만

들고 있다. ACM의 컴퓨터 교사 모임에서 2011년부터 

컴퓨터 교육의 표 안을 제정하여 국의 교사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의 컴퓨터 활용교육에서 

사고력을 개발하는 계산 사고와 로그래  역을 강

화하여 등학교 1학년부터 권고 하고 있다[4][14].

독일의 경우에도 2008년부터 5학년부터 컴퓨터 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표 안을 만들어서 각 주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6]. 

우리나라 컴퓨터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

부터 정보통신기술운  지침을 폐지하고 학교에서는 

정보 교과가 선택으로 변경이 되었다. PISA의 통계자

료를 분석하면 재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 능력은 

히 떨어지고 있다[5][11][13].

이러한 심각한 컴퓨터 교육의 기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의 틀을 모색하기 해서 2015년 9월에 문·이과 통

합교육과정을 만들 때, 우리나라도 소 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기 해서 소 트웨어 교육과정을 발표하 다.

지 까지 컴퓨터 교육의 필요성을 한국정보교육학회,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등이 제기해 온 결과 소 트웨어 

교육과정을 만들기에 이르 다[7][8][10].

2015년 교육부가 소 트웨어 교육과정을 고시하 고 

2018년부터 등학교에서부터 소 트웨어 교육을 실시

할 정이다[9][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소 트웨어 

교육 운 지침을 만들어서 2018년부터 각 학교가 사정

에 맞추어 소 트웨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 다[2]. 교육부는 2014년부터 소 트웨어 

교육을 공론화하여 2015년 9월에 발표하 는데 등학

교의 경우 실과 교과에서 17시간 이상 소 트웨어 교육

을 할 수 있게 소 트웨어 교육내용 체계와 성취기  

 해설 등을 발표하 다[9][12].

2015년 9월에 발표한 소 트웨어 교육의 내용체계 

 성취기 에 해서 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가르칠 수 있는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장 교사 199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개정 등학교에서 

실시할 소 트웨어 교육에 한 인식조사를 하고, 교육

부가 제시한 성취기 에 한 수업 시수 등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이런 장 연구를 통해서 소 트웨어 교육이 등학

교에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본 

연구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 2015년 개정된 우리나라 소 트웨어 교육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등학교 소 트

웨어 교육에 한 내용체계와 성취기 에 한 장 교

사들의 설문을 분석한 것을 설명하고, 제4장은 본 연구

의 결론  제언이다.

2. 2015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2015년 개정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서 등학교 

실과 교과의 내용체계 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부분에서 소 트웨어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

출하여 정리하면 다음 <Table 1>과 같이 구성할 수 있

다. 실과 교과의 소 트웨어 교육 지식과 내용은 역 

부분,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나 었다. 소 트웨어 교육은 기술 시스템 역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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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 되어 있고, 기술 시스템 역은 소통의 한 분

야 되어 있다. 기술 시스템의 내용 요소로는 소 트웨

어의 이해, 차  문제 해결, 로그래  요소와 구조

로 되어 있다.

이에 한 구체 인 일반 인 지식과 내용 요소는 다

음 <Table 1>과 같다.

등학교 실과 교과의 내용체계에 한 구체 인 성

취기 과 해설[12]은 다음과 같다.

[6실04-07] 소 트웨어가 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

리 생활에 미치는 향을 이해한다. 컴퓨터에 사용된 

소 트웨어 이외에도 휴 폰, 가 제품, 사물인터넷 제

품까지 여러 상황에서 사용된 소 트웨어를 탐색해 보

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향을 이해한다.

[6실04-08] 차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고 용한다. 차  사고란 문제를 효율 으로 

해결하기 해 문제를 작은 단 로 나 고, 각각의 문

제를 단계별로 처리하는 사고 과정으로, 일상생활 속의 

사례들을 찾아보고 차  사고 과정을 문제 해결에 

용한다.

[6실04-09] 로그래  도구를 사용하여 기 인 

로그래  과정을 체험한다. 블록 기반의 교육용 로그

래  도구를 활용하여 기 인 로그래  과정을 체

험 하고 자신만의 간단한 로그램을 만들어 본다.

[6실04-10]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한 로그램을 설계한다.

수치 값을 입력하여 덧셈이나 뺄셈의 결과를 출력하

거나, 복수의 문자열을 입력하여 두 문자열을 서로 연

결한 결과를 출력하는 로그램을 만들어 으로써, 소

트웨어의 입력, 처리, 출력 과정을 이해한다.

[6실04-11] 문제를 해결하는 로그램을 만드는 과정

에서 순차, 선택, 반복 등의 구조를 이해한다. ‘순차’는 명

령문을 에서 아래로 하나씩 순차 으로 수행하는 과정

이며, ‘선택’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명령문을 선택 으로 

수행하는 과정이다. ‘반복’은 명령문을 특정 횟수만큼 반

복하거나, 주어진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는 과정

이다.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그램을 만드는 기  

과정을 통해  로그램의 3가지 구조를 이해한다.

3. 설문 분석 및 논의

3.1 개요

2015년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만들 때 실과에 편

제하고 독립 인 교과를 두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정

보라는 분야를 두고 있지만 등학교와는 교과목 분류

상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서 등학교에서 소 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기 해서는 

등학교 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

요가 있다.

3.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제는 등학교 교사들이 소 트웨어 교육

에 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는가에 한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2015년도 교육부에서 고시한 소 트

웨어 교육과정이 실과 교과에 있는 것이 타당한가에 

한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교사들이 소 트웨어 교육 내용, 교

수·학습 방법, 평가  자료 개발에 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한 것이다.

네 번째 문제는 교사들이 2015년도 교육부에서 고시

한 소 트웨어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체계에 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한 것이다.

다섯 번째 문제는 교사들이 2015년도 교육부에서 고

시한 소 트웨어 교육과정에서 성취기   해설에 

area general knowledge contexts elements

Technology 

systems

Communication 

techniques to the 

production, 

processing and 

sharing information 

by sending and 

receiving via a 

variety of means and 

devices.

Understanding the 

software.

procedural Problem 

Solving.

Programming 

elements and 

structures.

<Table1> Software Education Knowledge and Context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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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한 것이다.

3.3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 등학교 교사 199명을 

상으로 2016년 1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 인터넷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진행하 다. 교사들을 분류

하면 컴퓨터 교육 공 교사는 48명, 그 이외의 교사들

은 151명이다.

3.4 연구 내용 및 분석

3.4.1 필요성

첫 번째 문제는 등학교 교사들이 소 트웨어 교육

에 한 필요성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한 인식 조

사이다. 조사 내용은 교사들이 2018년도부터 소 트웨

어 교육을 등학교에서 실시한다는 것을 아는가에 

한 질문과 미래의 학생들을 해서 소 트웨어 교육이 

등학교에서 필요한가 하는 질문  소 트웨어가 우

리 생활에 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에 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2018년도부터 소 트웨어 교육을 등학교에

서 실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나는 미래의 학생들을 해서 소 트웨어 교육이 

등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소 트웨어가 우리 생활에 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항목들에 한 설문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의 설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 “미래의 학생들을 해서 소 트웨어 교육이 

등학교에서 필요하다.”에 해 동의하지 않는 교사들

이 18명으로 9%이고, 72%의 교사들은 등학교에서 컴

퓨터 교육이 꼭 필요함에 동의한다. 특히, 컴퓨터 교육

을 공한 79.2%의 교사들이 강력히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소 트웨어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

식하지 못하는 교사는 7명으로 3.5%이고, 86%는 우리 

생활에서 소 트웨어가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을 인식하고 있다. 컴퓨터 교육을 공한 등학교 교

사 94%가 미래 사회에 소 트웨어가 필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다. 2018년도부터 소 트웨어 교육을 실시한다

는 것을 모르고 있는 등학교 교사들이 29%이고,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은 35%이다.

여기서 소 트웨어가 앞으로 요한 역할을 한다고 

느끼는 교사들이 등학교에서 소 트웨어 교육이 필요

하다고 느끼는 교사들의 t검정을 해 보면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을 분석해 보면 소 트웨어가 요하다고 

느끼는 교사는 등학교에서 소 트웨어 교육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등학교 교사들이 부분 미래 사회에서 소 트웨

어 교육의 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등학교에서 소

트웨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3.4.2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과에 있는 것이 타당

한가?

소 트웨어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요한 역할

을 할 것 같지만 등학교에서 독립교과로 구성되어 있

지 않다. 등에서는 정보라는 교과가 독립되어 있지만 

등학교에서는 정부정책상 독립 교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해 등학교 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요하다. 따라서 이번 설문에서

items

not 

strongly 

agree

not 

agree
normal agree

strongly 

agree 

1) 25 32 19 54 69

2) 4 14 38 74 69

3) 2 5 21 87 84

<Table 2> Necessity of Software Education 

item Avg N variance t Sig

1) 3.97 199 0.96
3.17 .000***

2) 4.25 199 0.62

Total 398

<Table 3> Analysis on recognition of the SW education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 분석   51

는 이에 한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Table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소 트웨어 교육의 내용을 알고 있다.

2) 나는 소 트웨어 교육은 실과 교과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소 트웨어 교육을 한 시간이 17시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Table 4>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등학교 실과 

교과에서 소 트웨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답한 교

사는 50%이고, 그 지 않는 교사가 50% 정도이다. 소

트웨어 교육 17시간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만족하는 

교사는 33%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41%이

고, 나머지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등학교 

교사들은 17시간으로 소 트웨어 교육을 한다는 것에 

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소

트웨어 교육이 실과 교과에서 실시되는 것이 타당한가

에 해서는 50% 정도가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소 트

웨어 교육을 독립 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여 보면 컴퓨터 교육을 심화과정으로 

공한 교사들의 33%가 소 트웨어 교육이 실과에 있

어도 된다고 하 고, 50%는 실과에 있으면 안 된다고 

답하 다. 17%는 유보 인 입장을 취하 다.

재 소 트웨어 교육 내용을 알고 있는 교사들은 

37%에 불과하 다. 소 트웨어 교육 내용을 알고 있는 

교사가 소 트웨어 교육을 실과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t검정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두 변수를 t검정을 통해 분석해 보면 두 집단이 유의 

수  1%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소 트웨어 교육 내용을 알고 있는 교사들은 실과 교과

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소 트웨어 교육 17시간에 한 타당도는 컴퓨

터 교육을 심화과정을 한 교사들이나 소 트웨어 교육

의 내용을 알고 있는 교사들은 17시간으로 할 수 없다

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3.4.3 교사들의 지식

소 트웨어 교육 내용을 등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한 설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소 트웨어 교육의 내용을 알고 있다.

2) 나는 소 트웨어 교육을 하기 한 평가 방법을 

알고 있다.

3) 나는 소 트웨어 교육을 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다.

4) 나는 소 트웨어 교육을 해 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다.

<Table 6>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부

터 실시할 소 트웨어 교육에 한 일반 인 지식문제

이다. 교사들이 소 트웨어 교육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7%이고,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4%이다. 소 트웨어 교육을 하기 한 교수·학습 방법

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6%이고, 잘 모르고 있다

고 답한 비율은 43%이다. 소 트웨어 교육을 하기 한 

평가 방법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0%이고, 잘 모

르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이다. 소 트웨어 교육을 

items

not 

strongly 

agree

not 

agree
normal agree

strongly 

agree 

1) 23 48 55 49 24

2) 16 37 46 71 29

3) 31 50 52 56 10

<Table 4> Validity of Software education

item Avg N variance t Sig

1) 3.02 199 1.44
2.41 0.01***

2) 3.30 199 1.36

Total 398

<Table 5> Analysis on recognition of the SW validity policy

items

not 

strongly 

agree

not 

agree
normal agree

strongly 

agree 

1) 23 48 55 49 24

2) 23 62 46 51 0

3) 31 62 47 47 12

4) 25 35 53 62 24

5) 0 10 24 81 84

<Table 6> Knowledge of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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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3%

이고,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0%이다.

소 트웨어 교육을 해서 소 트웨어 교육 내용, 교

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자료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

는 교사들이 많다. 이제 실과 교과에서 소 트웨어 교

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교사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야 한다.

교사들의 83%가 소 트웨어 교육을 해 교사 연수

를 받을 수 있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교

사 연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 경력별로 소 트웨어 교육 내용을 알고 있

는지에 한 t검정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은 교사들의 경력에 따라 소 트웨어 교육 내용을 

알고 있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4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교사들이 2018년부터 실시할 소 트웨어 교육에 

한 내용체계에 해서 얼마나 많이 인식하는지 아는 것

이 요하다. 이에 한 설문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8>과 같다.

설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인 지식에 기술된 내용이 소 트웨어 교육

을 잘 설명하고 있다.

2) 내용 요소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3) 내용 요소인 ‘소 트웨어의 이해’를 보고 가르칠 

내용을 알고 있다.

4) 내용 요소인 ‘ 차  문제해결’을 보고 가르칠 내

용을 알고 있다.

5) 내용 요소인 ‘ 로그래  요소와 구조’를 보고 가

르칠 내용을 알고 있다.

<Table 8>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부의 내

용체계를 설명하고 교사들에게 질문한 내용이다. “일반

인 지식에 기술된 내용이 소 트웨어 교육을 잘 설명

하고 있다”에 한 답한 비율은 18%이고, 그 지 않다

고 답한 비율은 45%이다.

“내용 요소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에 한 답한 비

율은 25%이고, 그 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34%이다.

“내용 요소인 ‘소 트웨어의 이해’를 보고 가르칠 내

용을 알고 있다.”에 한 답한 비율은 25%이고, 그 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49%이다.

“내용 요소인 ‘ 차  문제해결’을 보고 가르칠 내용

을 알고 있다.”에 한 답한 비율은 28%이고, 그 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47%이다.

“내용 요소인 ‘ 로그래  요소와 구조’를 보고 가르

칠 내용을 알고 있다.”에 한 답한 비율은 26%이고, 

그 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49%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교육과정에서 정확히 무엇을 가르

쳐야 할지 모르는 교사들이 50%에 가깝고 25% 정도만 

내용 요소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3.4.5 소프트웨어 성취기준에 대한 인식

다음은 교사들이 2018년부터 실시할 소 트웨어 교

육에 한 5개의 성취기 에 한 설문 조사로서 5개의 

성취기 을 이해하는 정도, 교수 학습 자료 개발 정보,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지에 한 질문으로 구성되었

다.

질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소 트웨어가 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

에 미치는 향을 이해한다.” 성취기 이 이해된다.

2) “ 차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

고 용한다.” 성취기 이 이해된다.

item Avg N variance t Sig

교사 경력 8.24 199 38.04
11.73 0.00***

1) 3.02 199 144

Total 398

<Table 7> Analysis on recognition of the SW contents

items

not 

strongly 

agree

not 

agree
normal agree

strongly 

agree 

1) 19 71 74 34 1

2) 14 53 82 44 6

3) 26 72 51 43 7

4) 26 67 51 45 10

5) 30 68 50 40 11

<Table 8> Contents of softwar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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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로그래  도구를 사용하여 기 인 로그래

 과정을 체험한다.” 성취기 이 이해된다.

4)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결과

를 출력하는 단순한 로그램을 설계한다.” 성취

기 이 이해된다.

5) “문제를 해결하는 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

차, 선택, 반복 등의 구조를 이해한다.” 성취기

이 이해된다.

6) “소 트웨어가 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

에 미치는 향을 이해한다.” 성취기 에 합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7) “ 차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

고 용한다.” 성취기 에 합한 교수·학습 자료

를 개발할 수 있다.

8) “ 로그래  도구를 사용하여 기 인 로그래

 과정을 체험한다.” 성취기 에 합한 교수·학

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9)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결과

를 출력하는 단순한 로그램을 설계한다.” 성취

기 에 합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10) “문제를 해결하는 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차, 선택, 반복 등의 구조를 이해한다.” 성취기

에 합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11) “소 트웨어가 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

활에 미치는 향을 이해한다.” 성취기 에 합

하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

12) “ 차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

고 용한다.” 성취기 에 합하게 학생들을 지

도할 수 있다.

13) “ 로그래  도구를 사용하여 기 인 로그래

 과정을 체험한다.” 성취기 에 합하게 학생

들을 지도할 수 있다.

14)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결과

를 출력하는 단순한 로그램을 설계한다.” 성취

기 에 합하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

15) “문제를 해결하는 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차, 선택, 반복 등의 구조를 이해한다.” 성취기

에 합하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

내용체계에 해서 얼마나 많이 인식하는지 아는 것

이 요하다. 이에 한 설문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9>와 같다.

<Table 9>를 분석하여 보면 세 역으로 나  수 있

는데, 성취기 을 이해하는 역과 성취기 을 만족하

는 교수·학습 자료를 만드는 역, 그리고 성취기 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성취기 을 이해하는 능력에서 “소 트웨어가 용

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향을 이해한

다.”는 성취기 이 이해된다고 답한 비율은 64%이다. 

“ 차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고 

용한다.”는 성취기 이 이해된다고 답한 비율은 42%이

다. “ 로그래  도구를 사용하여 기 인 로그래  

과정을 체험한다.”는 성취기 이 이해된다고 답한 비율

은 57%이다.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한 로그램을 설계한다.”는 

성취기 이 이해된다고 답한 비율은 60%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차, 선택, 반복 

등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성취기 이 이해된다고 답한 

비율은 56%이다. 

다음은 성취기 을 만족하는 교수·학습 자료를 만드

는 역이다. “소 트웨어가 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향을 이해한다.”는 성취기 에 

합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item

not 

strongly 

agree

not 

agree
normal agree

strongly 

agree 

1 2 21 48 91 37

2. 14 38 63 58 26

3 12 20 53 86 28

4 8 21 50 89 31

5 11 24 52 77 35

6) 6 28 54 78 33

7) 16 45 74 47 17

8) 20 51 56 51 21

9) 20 49 60 49 21

10) 19 57 56 49 18

11) 3 13 57 88 38

12) 10 32 70 62 25

13) 17 33 57 69 23

14) 15 31 58 71 24

15) 15 30 68 66 20

<Table 9> Achievements of softwar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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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이다. “ 차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

각하고 용한다.”는 성취기 에 합한 교수·학습 자료

를 개발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31%이다. “ 로그래

 도구를 사용하여 기 인 로그래  과정을 체험

한다.”는 성취기 에 합한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36%이다. “자료를 입력하고 필

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한 로그

램을 설계한다.”는 성취기 에 합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35%이다. “문제를 해결

하는 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차, 선택, 반복 등

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성취기 에 합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34%이다.

마지막으로 성취기 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소 트웨어가 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

치는 향을 이해한다.”는 성취기 에 합하게 학생들

을 지도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63%이다. “ 차  사

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고 용한다.”는 

성취기 에 합하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에 한 

답한 비율은 44%이다. “ 로그래  도구를 사용하여 기

인 로그래  과정을 체험한다.”는 성취기 에 

합하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6%이

다.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한 로그램을 설계한다.”는 성취기 에 

합하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8%

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차, 선택, 반복 등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성취기 에 

합하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3%

이다.

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응답자의 50%가 소 트

웨어 교육의 성취기 을 이해한다고 하 으나 교수·학

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한 비율은 30%에 불과하

으며, 성취기 에 합하게 지도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도 40% 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 트웨어 

교육을 잘 하기 해서 교사들에게 성취기 을 이해하

는 연수를 하고,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수·학습 지

도 방법 등을 연수하여야 한다.

4. 결론 및 제언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소 트웨어 교육과 련하

여 등학교 교사 199명을 상으로 인식을 조사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등학교 교사들은 72%가 등학교에서 소 트웨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학에서 심화

과정을 컴퓨터 교육으로 이수한 교사들은 79%가 소

트웨어 교육이 강력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 

86%의 교사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 트웨어가 요하다

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18

년부터 등학교에서 소 트웨어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을 모르고 있는 교사들이 29%이고 잘 알고 있는 교사

들은 35%이다.

실과 교과에서 소 트웨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답한 교사는 50%이고 그 지 않는 교사가 50% 정도이

다. 소 트웨어 교육 내용을 알고 있는 교사들은 37%에 

불과하다. 소 트웨어 교육 내용을 알고 있는 교사가 

소 트웨어 교육을 실과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t검증 

값으로 보면 실과 교과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 트웨어 교육 시간과 련해서는 17시간이 충분

하지는 않지만 만족하는 교사가 33%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41%이므로 17시간으로는 소 트웨어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학교 교사들이 소 트웨어 교육에 한 성취기

을 이해하는 정도는 50%이고, 학생들을 성취기

로 지도할 수 있는 정도는 40%이고,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교사는 30%이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교에서 소 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기 

해서 교사의 문성 신장을 한 교사 연수가 필수 이

다.

둘째, 등학교에서 소 트웨어 교육이 필수 으로 

요구되고 미래사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등과의 연계 

등을 다각 으로 고려했을 때 소 트웨어 교육은 17시

간 이상 실시하여 독립 인 교과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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