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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W교육의 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SW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SW인재로 양성하기 한 

SW 재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16년 고 학생을 상으로 하는 SW 재학  30곳이 설치되어 

SW 재교육을 시작하 다. 그러나 각각의 재학 이 선발 방법, 교육과정, 환경 등의 조건들이 모두 달라서 일 성과 

체계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기 에 따른 SW 재학 의 편차를 이고, 효과 인 SW 재교육 수행을 

해서는 황 조사를 통한 문제  분석과 개선방향 도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든 학 의 설치운 계획서

와 장 방문을 통해 SW 재학 의 교육과정, 환경, 선발 내용을 조사하여 재 SW 재학 의 반 인 황 분석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계   문제 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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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importance of SW education increases, the necessity of SW gifted education is being required that early discovery 

of talented children in SW fields. In 2016, thirty SW gifted classes were set up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and SW gifted education began. However, SW gifted education could not be carried out with consistency in 

detail because each class had different conditions such as selection methods of gifted students, curriculum and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ituation of SW gifted classes in order to decrease the gap of the SW gifted 

class. In this research, all the SW gifted classes were investigated in the view of the curriculum, environment, student 

selection and contents through reviewing the installation-performance reports and on-site visits of all classes. Also,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SW gifted classes were described and improvement method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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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0년 부터 세계 으로 SW와 련된 산업규모가 

HW와 련된 산업규모를 추월한 이후, 지속 으로 IT 

산업에서 SW가 차지하는 비 이 매우 빠르게 커지고 

있다[16]. 우리나라에서도 IT 련 HW시장이 지속 으

로 마이 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SW시장은 클

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융합형 SW서비스를 

심으로 높은 성장률을 지속 으로 이어가고 있다[4].

고도화된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세계 각국은 SW

산업을 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SW인재를 육성하기 한 목 으로 SW산업

장의 요구와 수요에 따른 SW 심의 교육과정을 운 하

는 학 20곳을 선정하여 SW 심 학으로 지원하고 있

다[13]. SW 심 학에서는 SW특기자 형을 통해 SW

련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해외의 SW교육 참여와 

인턴십 로그램 등을 운 하는 등 극 으로 SW인재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SW에 련된 공

이 아닌 타 공의 학생을 해서 공별 특성에 따른 

SW소양을 겸비하는 기 교육을 의무화 하고, SW융합

과정을 활성화 하는 등의 다양한 SW융합인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에 입학하기 이 의 SW교육을 

살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는 

2018년부터 정보과목에서 34시간 이상의 SW교육과 

등학교에서는 2019년부터 실과과목에서 17시간 이상의 

SW교육을 필수 으로 실시할 정이다[11]. 한 SW

교육의 필수화에 비하여 국의 고 1200개교를 

SW연구․선도학교를 선정하여 컴퓨  사고력 심의 

SW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SW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

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 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 을 

한 목 으로 SW 재교육을 시행하고 있다[3][5].

SW 재교육과 련해서 기존에 정보 재, 정보과학

재란 명칭으로 SW분야와 련된 재교육을 재학교, 

재교육원, 재학 의 수 에서 진행하고 있다. 재학교에

서는 특정한 분야의 재를 양성하기 보다는 모든 교과를 

이수하는 형태로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고, SW 재교육

과 련해서는 정보과학 교과를 필수이수 학 으로 지정하

여 운 하고 있다[10]. 재교육원 수 에서는 과학 재교

육원에서 정보분야를 일부 운 하는 형태로 교육이 되었지

만, 최근 SW교육에 한 심이 증가함에 따라 문 으로 

SW 재교육을 한 재교육원이 설립되어 운 되고 있다

[6]. 재학  수 에서는 기존에 정보 재학 이 일부 운

되고 있었지만, 2016학년도에 고를 상으로 하는 SW

재학  30개를 설치하여 SW융합 인재교육을 시행하고 

있다[13]. 국단 의 SW 재학  설치  운 은 지역 으

로 소외된 SW 재교육을 보 하고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7].

그러나 30개의 SW 재학 이 기존의 정보 재학 과 

별도의 개념으로 시작되었으나 명확한 정의를 갖고 시작하

지 않았으며 설치 과정 한 매우 빠르게 진행 되었다. 한 

각각의 SW 재학 이 선발 방법, 교육과정 내용, 환경 등에 

한 기 과 범 를 자체 으로 구성하여 진행하 다. 따라

서 SW 재학 의 운 이 기 에 따라 편차가 크다고 측

되며 올바른 SW 재 교육 수행을 해서는 황 조사를 

통한 문제  분석과 개선방향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든 학 의 설치운 계획서와 

장 방문을 통해 SW 재학 의 교육과정, 환경, 선발 내용

을 조사하여 재 SW 재학 의 반 인 황 분석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계   문제 을 도출하고 개선 방

향을 제안하 다. 추가로 학 을 수료한 학생, 학부모에 

한 설문을 수행하여 SW 재학 의 만족도를 조사하 다.

2. 관련 연구

2.1 SW영재의 정의 

우리나라의 재교육은 2000년 ‘ 재교육진흥법’이 제

정되고, 2002년 ‘ 재교육진흥법시행령’ 이후 시작되었

다. 재 개정된 ‘ 재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재란, 재

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재

교육이란, 재를 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

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5]. 재교

육의 목 을 달성하기 한 ‘ 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교육 상자를 선정하기 해서는 검사·면  

는 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는 특정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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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수  이상의 뛰어난 재능 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

정되는 자를 선정기 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재교육을 

수행하기 해 필요한 학교시설, 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3].

SW 재는 정보 재, 정보과학 재, IT 재 등의 용

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 실 문제에 

심을 가지고, 컴퓨 을 기반으로 창의 인 문제해결 방

법을 추상화하여 SW 형태로 구 할 수 있는 재능이 뛰

어난 자 ’로 정의하여 사용하 다.

2.2 국내 SW교육 현황  

국, 미국, 이스라엘 등 많은 나라에서 SW교육의 

요성을 강조하고 등학교부터 SW교육을 실시하고 

있다[1][2][19]. 국내의 경우에도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에서부터 컴퓨터 활용 교육이 아닌 컴퓨터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내외 SW교육의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 SW 재

교육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재

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Gifted Education Database) 

통계에 의하면, 2017년에 SW 재(정보과학)를 선발하여 

교육하는 기 은 재학  11개, 교육청 재교육원 45개, 

학부설 재교육원 5개로 총 61개로 나타났다[20].

선발방식으로는, 1단계에서 창의  문제해결력을 평

가하고, 2단계에서 면 을 통해 최종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학부설 재교육원에서는 사교육비 부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찰추천제를 기반으로 

하는 입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21].

시  요구에 의해 SW 재학 을 설립하고 학생을 선

발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SW 재교육을 한 체계

인 교육과정  교육내용은 제시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

이다[17][20]. SW 재교육을 받은 후, 학생에 한 평가방

법  평가기 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이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미흡한 실정이다.

SW 재교육이 지속 으로 유지, 발 되기 해서는 

선발방법, 교육과정  교육내용, 담당 교원  수업 환

경에 한 지원 등 많은 비가 필요하다[8][20][21][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국 단 로 수행된 SW

재교육의 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목 은 SW 재학 의 황을 조사, 분석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계 과 문제  도출  개선 방

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해 2016년에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하여 선정

된 SW 재학  30개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Table 1>과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SW 재학 의 

학교 은 등이 18개 학 , 등이 총12개 학 이며 학

생 수는, 총 575명으로 등학생이 345명, 학생이 226

명, 고등학생이 4명이다. 2016학년도 SW 재학 에서는 

학 당 20명 단 로 재교육 상자를 선발을 하 지만, 

일부 학 에서 학생이 간에 교육을 포기한 경우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Levels of School Class Student

Elementary School 18 345

Secondary

School
12 230

Total 30 575

<Table 1> Levels of School and the Number of Students

3.2 연구 방법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SW 재학 의 일반 

황 조사  교육과정 분석, SW 재학 에 한 만족

도 분석을 수행하 다. SW 재학 의 일반 황은 SW

재학 의 설치 운  계획서와 면담을 해 제출한 기

자료를 분석하고, 실제 장 방문을 통해 운  황을 

정리하 다. 

SW 재학 의 교육과정 분석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육환경(도구)을 차시단 로 수집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재학 의 교육시수  

SW교육과 련이 없는 체험활동, 오리엔테이션 등은 

제외하고 SW교육과 련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 시

수만을 분석의 상으로 하 고, 교육 상에 따라 등

과 등을 구분하 다. 분석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용되기 까지 학교의 여건에 맞게 SW교육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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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되는 국가 

수 의 · 등학교 SW교육 운 지침과 2015 개정 정

보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맞춰 진행하 다[12]. 한 

각 SW 재학 의 교육과정을 차시단 로 분 하고 컴

퓨터교육 문가 3인이 교육목표와 내용을 고려하여 

SW교육 운 지침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의 

틀에 맞춰 시수를 합의하여 부여하는 형태로 분석하

다. 각 학 별로 내용체계에 따라 배분된 시수를 비율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하 다.

마지막으로, SW 재학 에 한 만족도를 분석하기 

해 SW 재학 을 수료한 이후, 학생과 학부모를 

상으로 SW 재학  교육에 한 만족도 설문을 수행하

다. 학생은 등 253명, 등 149명, 총 402명을 상

으로 설문하 고, 학부모는 등 238명, 등 105명, 총 

343명을 상으로 설문하 다.

4. 연구 결과

4.1 SW영재학급 일반 현황 

SW 재학 의 설치운 계획서와 면담을 한 기

자료 제출을 통해 조사한 SW 재학 의 황은 다음과 

같다. SW 재학 이 설치되어 운 되는 학교 은 

<Table 2>와 같이 30개 학   18개 학 (60%)이 

등학생을 상으로 운 되고 있고, 나머지 12개 학

(40%)이 학교와 고등학생을 상으로 운 되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도교육청의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직  

운 하는 재학 에 소수가 소속되어 학생과 동일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W 재학 의 운 방식은 단 학교에서만 운 하는 

경우가 11개 학 , 지역공동으로 운 하는 경우가 19개 

학 으로 나타났다. SW 재학  담당교원과 면담 결과, 

선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학

생이 지원을 하는 것을 고려하여 지역공동으로 운 하

는 경우가 많았고, 단 학교로 운 하는 경우에는 사

에 학생들의 요구조사를 통해 일정 수가 넘으면 단 학

으로 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공동으로 운

하기 해서는 인 학교에 SW 재학 의 홍보에 한 

어려움이 있고, 운 을 주 하는 학교에서는 타 학교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에 한 비 인 시각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SW 재학 의 보 과 확산, 교육기회의 확 라는 측면

에서 단 2학  보다는 지역공동으로 환할 필요가 있고, 

학 을 리하는 학교에 해 선발 시 인원수를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 에 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Levels of School Elementary Secondary Total

Students/Class 

Level
7 4 11

Regional 

Students/Class 

Level

11 8 19

Total 18 12 30

<Table 2> Levels of School and Types 

2016학년도 SW 재학 에서는 학 당 20명 단 로 

재교육 상자를 선발을 하 지만, 일부 학 에서 학생

이 간에 교육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어 최종 으로 

SW 재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총 575명으로 등학생이 

345명, 학생이 226명, 고등학생이 4명으로 조사되었다. 

SW 재학 에 참여한 학생들의 지역별 분포는 <Table 

3>과 같다.

Region Elementary Secondary Total

Seoul - 34 34

Busan 20 20 40

Daegu 20 20 40

Incheon - 40 40

Gwangju 20 17 37

Daejeon 20 20 40

Ulsan - - -

Gyeonggi 78 - 78

Gangwon - - -

Chungbuk 38 20 58

Chungnam - - -

Jeonbuk 20 20 40

Jeonnam 40 20 60

Gyeongbuk 13 19 32

Gyeongnam 76 - 76

Jeju - - -

Sejong - - -

Total 345 230 575

<Table 3> Distribution of Students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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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재학 의 학생 선발방식을 조사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부분의 학 이 지원서 수, 지필검사(1차), 심

층면 (2차)의 순으로 형을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면담결과, SW 재의 특성을 고려한 선발방식과 별

문항에 한 요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2016학년도 

선발에서는 기존의 수학, 과학의 재학  선발 방식을 차

용하여 선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W 재

에 한 정의와 SW 재교육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의 정보 재, 정보과학 재와의 차별성도 부족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SW 재교육의 보 과 확산을 

해서는 SW 재상, 교육목표 등에 한 구체 인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

Method
Elementary

(%)

Secondary

(%)

Paper test 16(88.9) 12(100.0)

Depth interview 14(77.8) 10(83.3)

Observation evaluation 6(33.3) -

Recommendation letter 11(61.1) 5(41.7)

Student record - 1(8.3)

<Table 4> Method of Selection(Multiple Choice)

SW 재학 이 소속되어 있는 기 의 SW연구⋅선도

학교 지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Table 5>와 같이 40% 

정도가 SW연구⋅선도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

육청에 소속된 재학 이 4개인 을 고려하면 반정

도의 학 이 SW교육에 련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교에

서 운 되고 있어 SW교육의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가 

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SW 재학 을 통

해 처음으로 SW교육을 시작하는 학교에서는 기본 인 

실습환경에 한 구축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

결과, 기존의 SW연구⋅선도학교에서 제공된 자원과 

SW 재학 의 자원을 통합 으로 운 하여 피지컬 컴

퓨  심의 교구를 구매하는 것에 집 하는 것으로 나

타나 데이터나 알고리즘 심의 소 트웨어 설계와 제

작에 한 환경투자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SW 재학 의 정보기기는 <Table 6>과 같이 기존

의 SW연구․선도학교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 SW

재교육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9]. 면담

결과, 교수자 심의 수업이 아닌 자기주도식 개별학습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SW 재교육의 특성

상 노트북의 활용에 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육을 하는 환경도 컴퓨터 실습실 보다는 일반교

실에서 노트북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모둠을 구성하는 

형태의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nformation 

Device

Number of students per Information Device

Elementary Secondary

Desktop 0.50 0.23

Laptop 2.19 2.50

Tablet 1.07 0.70

<Table 6> Available Information Device

소 트웨어의 제작은 <Table 7>과 같이 실에서 문제

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해결방법을 알고리즘으로 설

계하고 코드로 구 을 해야 한다는 을 고려해보면, 인터

넷을 활용하는 정보자원에 한 근이 필수 으로 요구된

다. 이러한 SW 재학 의 교수⋅학습과정의 특성을 고려

하여 무선인터넷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80%미만이 학

교에서 무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

서 , 실습실 등의 특정한 장소에서만 활용 가능하여 SW

재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해서는 추가 인 무선인터넷 

환경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nvironment
Elementary

(%)

Secondary

(%)

Availability of 

internet
14(77.8) 9(75.0)

Availability of cyber 

education
6(33.3) 2(16.7)

<Table 7> Environment of Education

오 라인 수업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학습을 지속

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환경 구축은 약 30%(8개 

학 )만 활용할 수 있어 소 트웨어를 설계하고 구 하기 

한 학습시간이 상 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 SW 재

Type Elementary(%) Secondary(%)

SW Research and 

Leading School
7(38.9) 5(41.7)

<Table 5> Whether the Selection of SW Education Research 

and Leading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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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지속 으로 온라인을 통해 학습을 할 수 있는 환

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부 SW 재학 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 교육환경을 분석한 결과, 학생이 작성한 알고

리즘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온라인시스템(online judgment 

system)과 학습 주제별로 게시 을 통해 학생의 과제의 

수행과 제출을 리하는 형태로 SW 재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SW영재학급 교육과정 분석

SW 재학 의 교육과정을 SW교육 운 지침의 내용

체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등과 등 모두 로그래  

활동에 한 시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등에서는 <Table 8>과 같이 알고리즘과 로그래

 역에 한 시수가 93.7%로 생활과 소 트웨어 

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으로 단원

에 따라 살펴보면, 로그래  체험 단원이 46.7%로 가

장 높았고, 문제해결 과정의 체험이 25.3%, 알고리즘의 

체험이 21.7%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등에서는 <Table 9>와 같이 알고리즘과 로그래

 역이 78.5%, 컴퓨 과 문제해결 역이 16.3%, 생

활과 소 트웨어 역이 3.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세부 으로 단원에 따라 살펴보면, 로그래 의 

이해 단원이 38.5%로 가장 높았고, 컴퓨  사고 기반의 

문제해결 단원이 16.3%. 정보의 유형과 구조화와 컴퓨

 사고의 이해가 13.5% 순으로 분석되었다.

SW 재학 의 교육과정을 2015 개정 정보과 교육과

정의 내용체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Table 10>과 같이 

등과 등 모두 로그래  활동과 피지컬 컴퓨  활

동에 한 시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등은 문제 해결과 로그래  역이 49%, 컴퓨

시스템 역이 29%, 자료와 정보 역이 15.4%, 정보문

화 역이 4.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으로 단원에 따라 살펴보면, 로그래  단원이 27.3%, 

피지컬 컴퓨  단원이 22.3%, 알고리즘 단원이 12.5% 

Area Unit
Include 

ratio(%)

Life and 

Software

Software Utilization & 

Importance
0.6

Information ethics 0.1

Configuration of Information 

Device and Information 

Exchange

3.0

Algorithm 

and 

Programmin

g

Information type and 

Structure
13.5

Understanding computing 

thinking
13.5

Understanding Algorithm 13.0

Understanding programming 38.5

Computing 

and Problem

-Sloving

Problem-solving with 

computing thinking 

foundation

16.3

<Table 9>  Analysis of SW Gifted Curriculum by Software 

Education Guidance(Secondary School)

Area Unit
Elementary

(%)

Secondary

(%)

Information 

Culture

Information 

society
2.9 0.6

Information 

ethics
1.2 0.1

Data and 

Information

The expression of 

data and 

information

6.2 7.0

The analysis of 

data and 

information

9.2 10.5

Problem-solvi

ng and 

Programming

Abstraction 9.2 7.5

Algorithm 12.5 10.5

Programming 27.3 31.5

Computing 

System

Principal of 

computing 

system 

functionality

6.7 9.3

Physical 

computing
22.3 22.5

<Table 10> Analysis of SW Gifted Curriculum by 2015 

Revised National Primary and Middle School Curriculum

Area Unit
Include 

ratio(%)

Life and 

Software

Software and I 4.0

Information Ethics 1.1

Algorithms and 

Programming

Problem-solving experience 25.3

Algorithm-designing 

experience
21.7

Programming experience 46.7

<Table 8> Analysis of SW Gifted Curriculum by Software 

Education Guidance(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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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등은 문제 해결과 로그래  역이 49.5%, 컴퓨

 시스템 역이 31.8%, 자료와 정보 역이 17.5%, 정

보문화가 0.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으

로 단원에 따라 살펴보면, 로그래  단원이 31.5%, 피

지컬 컴퓨  단원이 22.5%, 알고리즘 단원과 자료 정보

의 분석 단원이 10.5% 순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SW 재학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문제를 정의하

고 문제를 해결하기 한 에서 알고리즘을 설계하

고 로그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용 로그

래  도구와 피지컬 컴퓨  도구 심의 로그래  교

육이 진행되어, 문제해결의  과정이 아닌 분 된 형태

의 도구 사용법에 집 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즉, 하나의 주제로 문제를 제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알고리즘을 추상화하여 소 트웨어로 구 하

는  과정을 체험하는 주제 심의 교육으로 변화할 필

요가 있다[14][15]. 면담결과, SW 재학 의 교육내용과 

과정을 새롭게 개발하기 한 교원의 문성 신장에 

한 지원이 부족하여, 기존의 다양한 SW연구․선도학교

의 교육내용을 속진하는 형태로 SW 재학  교육과정

을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SW 재학 에서 사용하는 교육도구를 조사한 결

과, <Table 11>과 같이 등에서는 스크래치가 

88.9%로 가장 높았고, 등에서는 아두이노가 

91.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W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분

석한 연구와 유사하게 등학교에서는 스크래치가 

86%로 가장 높았고, 학교에서는 아두이노가 

21.5%로 2순 인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SW교육에

서 활용하는 자원과 교육내용을 활용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18].

Ranking Tool Class(%)

1 Scratch 16(88.9)

2 Arduino 10(55.6)

3 C 6(33.3)

4 App Inventer 5(27.8)

4 Lego EV3 5(27.8)

<Table 11> Education Tool(Elementary School,  Multiple 

Choice)

세부 으로 살펴보면, <Table 12>와 같이 등은 

스크래치 88.9%, 아두이노 55.6%, C언어 33.3% 순

으로 나타났고, 등은 아두이노 91.7%, 앱인벤터와 

C언어가 58.3% 순으로 분석되었다.

Ranking Tool Class(%)

1 Arduino 11(91.7)

2 App Inventer 7(58.3)

2 C 7(58.3)

4 Scratch 3(25.0)

5 Raspberry Pi 2(16.7)

<Table 12> Education Tool(Secondary School,  Multiple 

Choice)

<Table 13>과 같이 SW 재학 에서 평가를 계획하

고 있는 학 이 14개 학 으로 47%정도인 것으로 분석

되어 평가에 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진 을 한 평가를 계획하고 있는 학 이 1개인 것으

로 나타나 SW 재를 평가하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으로 평가방식을 살펴

보면, 등은 수행에 한 평가가 50%로 가장 높았고, 

출석과 발표가 22.2% 순으로 나타났다. 등은 지필이 

41.7%, 발표가 25% 순으로 나타났다.

Method Elementary(%) Secondary(%)

Attendance 4(22.2) 1(8.3)

Paper 3(16.7) 5(41.7)

Performance 9(50.0) 1(8.3)

Presentation 4(22.2) 3(25.0)

Observation 1(5.6) 1(8.3)

None 10(55.6) 6(50.0)

<Table 13> Evaluation Method

4.3 SW영재학급 만족도 분석

SW 재학 을 수료한 이후, 학생과 학부모를 상으

로 SW 재학 의 교육에 한 만족도를 분석하기 한 

목 으로 설문하 다. <Table 14>는 SW 재학  교육 

상자의 만족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설문결과 4  

이상으로, 학생들은 SW 재학 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18   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21권 제6호

<Table 15>는 SW 재학  교육 상자의 학부모의 

만족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설문결과 4  이상으로, 

학부모도 SW 재학 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SW 재교육에 다시 참여하는 설문에 

해서 등이 4.7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등은 4.4 으로 높게 분석되어 최근 SW교육에 한 

심과 흥미가 증 되고 있는 상을 반 하고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Contents of question
Elementary

M(SD)

Secondary

M(SD)

1. I have abilities and potential 

skills to participate in SW gifted 

education.

4.2

(0.91)

4.2

(0.81)

2. I spend time with the friends 

who I have met at my SW gifted 

education center often. 

4.4

(0.85)

4.1

(1.00)

3. I conducted writing and 

evaluations in the middle and at 

the end of the SW gifted 

education program. 

4.2

(0.85)

4.0

(1.02)

4. I have received feedback about 

my writing and evaluations 

related to SW gifted education 

program. 

4.2

(0.92)

4.0

(1.04)

5. I am satisfied with the 

facilities, curriculum, and 

learning materials within the 

SW gifted education program 

and the learning environment is 

receptive and open to students. 

4.5

(0.70)

4.4

(0.77)

6. The SW gifted education 

program and contents satisfy my 

intellectual curiosity about the 

subject.

4.5

(0.78)

4.4

(0.75)

7. My self-efficacy, ethics, and 

leadership have improved due to 

the SW gifted education 

program.

4.3

(0.87)

4.2

(0.87)

8. My creativity, logical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have 

improved due to the SW gifted 

education program.

4.4

(0.80)

4.3

(0.83)

9. My self-directed learning has 

improved due to the SW gifted 

education program.

4.3

(0.87)

4.3

(0.92)

10. My interest and commitment 

to accomplishing the projects 

have increased due to the SW 

gifted education program.

4.4

(0.88)

4.3

(0.86)

11. My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ve skills have 

improved due to the SW gifted 

education program.

4.4

(0.82)

4.3

(0.85)

12. I am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SW gifted education 

program and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it again if an 

opportunity arises.

4.4

(0.91)

4.3

(0.83)

<Table 14> Class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Contents of question
Elementary

M(SD)

Secondary

M(SD)

1. The methods, procedures, and 

standards for selecting students 

in SW gifted classes are 

appropriate.

4.4

(0.67)

4.2

(0.78)

2. The instructor/teacher has 

professional expertise, and my 

child likes his/her SW gifted 

education instructor/teacher.

4.5

(0.67)

4.5

(0.67)

3. My child received feedback 

about my writing and 

evaluations related to SW gifted 

education program.

4.2

(0.95)

4.0

(1.04)

4. Receiv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curriculum, 

events, and about my child was 

very helpful for understanding 

the SW gifted education 

program.

4.4

(0.72)

4.3

(0.79)

5. The facilities, curriculum, and 

learning materials within the 

SW gifted education program 

are satisfactory, and the 

learning environment is 

receptive and open to students.

4.4

(0.71)

4.4

(0.71)

6. The SW gifted education 

program and contents satisfied 

my child's intellectual curiosity 

about the subject.

4.5

(0.64)

4.5

(0.68)

7. My child’s self-efficacy, 

ethics, and leadership have 

improved due to the SW gifted 

education program.

4.4

(0.72)

4.4

(0.64)

8. My child’s creativity, logical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have 

improved due to the SW gifted 

education program.

4.4

(0.70)

4.5

(0.64)

<Table 15> Class Satisfaction of the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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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2016학년도에 신규로 설치된 국의 30개 

SW 재학  황을 분석하여 SW 재교육을 한 시

사 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SW 재학 의 황은 운 방식, 선발, 교육과정, 교육

환경,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분석하 고, 국의 30

개 SW 재학  담당교원의 면담을 통해 도출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SW 재와 SW 재상에 한 구체 인 정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재교육에서 SW분야와 련이 있는 

정보, 정보과학 재와 차별성이 명확하도록 SW 재를 

정의하고, SW 재상을 도출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다

[7]. SW 재의 특성을 바탕으로 SW 재를 별하고 

선발하는 기 과 방법을 제안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상으로 홍보하여 SW 재학 의 원활한 선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제 심의 자기주도 인 교육과정을 운 할 

필요가 있다.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한 데

이터 속성을 도출하여 컴퓨  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추상화하고 구 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제 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용 로그래  도구나 피지컬 컴퓨  도

구가 교육과정의 심인 SW연구․선도학교 수 의 교

육과정에서 벗어나 SW개발을 해 필요한 기술을 자기

주도 으로 습득하고 탐구하는 SW 재학  교육과정

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SW 재의 산출물을 제작을 지도하고 평가하기 

한 방안이 필요하다. SW산출물은 실의 문제에 

한 다각 인 근과 더불어 IT기술에 한 이해를 필수

으로 요구하여 SW 재학 에서 교사가 SW 재를 

지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SW산출물을 지도하는 방

안과 SW산출물을 평가하는 방안에 한 교사의 문성 

신장을 한 연수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

넷째, SW 재학  담당교원의 정보의 교류를 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SW 재교육의 시작이 얼마 되

지 않은 을 고려한다면, SW 재교육의 콘텐츠와 우

수사례 등을 수집하고 교류하기 한 교사 연구회와 같

은 소통장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8]. 한 SW 재학

을 운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에 명하게 

처하고, SW 재교육 인력풀을 확보하여 SW 재교육에 

한 문성을 확보하기 한 목 으로 SW 재교사 연

구회의 조직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운  1년차인 SW 재교육의 보 과 확

산을 해서는 SW 재교육 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

다. SW 재교육의 성공을 해서는 SW 재학 을 이

수한 학생이 다음 단계의 SW 재교육으로 나아가기 

한 연계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이 필수 으로 요구된

다. 재는 등에서 SW 재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지

리  거리와 선발의 기 으로 인해 등의 재학 이

나 재교육원으로 연계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SW 재학 을 이수한 학생이 재학교로 진학

하기 해서는 SW 재학 에서 학습한 내용과는  

다른 입시의 에서 학습이 필요하다는 을 고려해

본다면, SW 재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한 노력이 필

요하다.

본 연구는 SW 재학 의 운  첫해인 2016학년도의 

운 방식, 선발, 교육과정, 교육환경, 만족도 등을 분석

하여 향후 SW 재학 을 지원하기 한 방향을 설정하

다는 에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로는 SW 재학

의 학생, 학부모, 교사, 리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SW 재학  운 지침과 SW 재학  컨설  가이드를 

Contents of question
Elementary

M(SD)

Secondary

M(SD)

9. My child’s self-directed 

learning has improved due to the 

SW gifted education program.

4.4

(0.66)

4.3

(0.72)

10. My child’s interest and 

commitment to accomplishing 

the projects have increased due 

to the SW gifted education 

program.

4.5

(0.67)

4.4

(0.74)

11. My child’s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ve skills have 

improved due to the SW gifted 

education program.

4.5

(0.68)

4.4

(0.73)

12. I am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SW gifted education 

program and would like my child 

to participate in it again if an 

opportunity arises.

4.7

(0.60)

4.4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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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연구를 통해 성공 인 SW 재교육과 SW

재학  운 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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