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 정보 교과서의 구성체계 및 학습목표 분석  1

중학교 정보 교과서의 구성체계 및 학습목표 분석
 강오한†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개발된 7종의 중학교 
정보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내용 분석법으로 교과서의 구성체계를 분석하였으며, Anderson의 교육목표 분
류법에 따라 학습목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교과서 선정기준을 적용한 설문을 실시
하여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과서들은 실습, 활동, 수준별 학습, 소그
룹 운영 중심으로 구성되어 체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단원 간의 페이지 분량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목표를 분석한 결과, 인지과정 측면에서 ‘이해하다’(53%)와 ‘분석하다’(16%) 영역의 
비율이 높았으며, 지식의 유형 측면에서 개념(42%)과 절차(31%) 유형의 비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인지과
정 측면에서 ‘분석하다’와 ‘개발하다’ 영역의 구성 비율이 이전 교과서보다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5점 평가척도를 적용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4개 영역 중에서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과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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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Organization System and Learning Objectives of 
Middle School Informatics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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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extbooks, this study analyzed seven informatics textbooks 
published based 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Content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organization 
system of these textbooks. Learning objectives of the textbooks were also analyzed according to 
Anderson’s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Furthermore, a textbook satisfaction survey, in which 
textbook selection criteria were applied, was given out to preliminary teache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extbooks were similarly organized, centered on practice, activities, differentiated learning, and small 
group learning. However, the number of pages varies considerably for each chapter. After analyzing 
learning objectives of the textbooks, it was found that in terms of cognitive processes, ‘understanding’ 
(53%) was the highest item and ‘analyzing’ (16%) the second highest; in terms of type of knowledge, 
‘conceptual’ (42%) and ‘procedural’ (31%) accounted for the two highest categories; in terms of cognitive 
domains,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analyzing’ and ‘creating’ facets for learning objectives 
of these new versions of textbooks as compared to those of previously existed textbooks. In the 
satisfaction survey on a 5-point Likert scale, ‘the accuracy and fairness of the content’ had the highest 
points at 4.21 among four scale items.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of the textbook is proposed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i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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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하 최근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의 정보 과목은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군
으로 분류되었으며,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확
산을 위해 고등학교의 정보를 심화선택에서 일반선
택 과목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정보과 교육과
정에서는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및 기술
을 바탕으로 실생활과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
조하였다[1]. 

최근 정보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내용을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하였
다. 정보 교과의 핵심역량에는 컴퓨팅 사고력, 정
보문화소양, 협력적 문제해결력이 제시되었다[2].  
이와 관련하여 교과의 내용 체계에서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영역을 강화하고, 컴퓨팅 사고력 함양
을 위한 핵심 개념으로 추상화가 도입되었으며
[1][3],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과
정이 추상화,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으로 단계별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개발되는 교과서
는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시키고 학습목표를 달
성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교
육과정에서 제시된 내용 체계에 따라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를 정확히 수록해야 하며, 학습을 
위한 기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과 학습
자의 수준에 맞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최근 교육과
정의 정보 교과에서는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고 협
업적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강조한다[2]. 이러한 최근 교육과정
에 맞추어 개발된 중학교 정보 교과서는 제주도교
육청에서 2017년 16종이 인정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14종의 교과서가 판매되고 있다[4]. 

교과서에 진술된 학습목표는 수업 설계의 기본 
방향과 구성 체계를 결정하므로 효과적인 교수·학
습을 설계하게 하고, 수업을 시작할 때 학습자에게 
제시되며, 수업의 결과를 평가하는 지침이 된다. 
이러한 학습목표를 선정하고 진술할 때 참고하는 
것이 교육목표 분류법이다. 현재까지 제안된 다양
한 분류법 중에서 Anderson의 교육목표 분류법이 

정보 교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서 정보 교과에 
가장 잘 부합되는 방법이다[5].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법을 적용하여 7종의 중
학교 정보 교과서에 대한 구성 체계를 비교하고, 
Anderson 분류법을 적용하여 정보 교과서에 진술
된 학습목표를 분석한다. 또한 사범대학의 예비교
사를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보 교과서 
선택기준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과 함께 그에 근거한 교
과서가 개발되고, 교육 환경 변화와 교과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교과서에 대한 계속적인 내
용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보 교과서 분석
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과서에 대한 개선점을 제
안함으로써 정보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교과서가 
개발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정보 
교과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요약한다. 3장에서는 
정보 교과의 내용 체계와 연구 방법을 기술한다. 4
장에서는 내용분석법, 학습목표 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 결과를 기술한다. 5장에서는 결론과 함
께 교과서의 개선 사항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최근 교육과정까지 교
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보 교과서가 제작
되었으며, 교과서 분석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
표되었다[6-17]. <표 1>은 2007 개정 교육과정부
터 현재까지 발표된 중학교 정보 교과서 관련 연구
들을 교육과정, 연구방법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연구 내용은 교과서 내용의 탐구성 
분석, 교육목표 분류, 내용 체계 분석 등에 관한 
것이다.

현재까지 교과서 분석을 위해 다수의 연구들이 
정량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탐구성을 분석하는 
Romey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탐구는 과학의 측면
에서 문제를 타당화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
석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습자는 탐구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원리를 발
견하게 되고, 창의적 사고력 신장과 논리적 사고력 
개발 등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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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저자 방법 내용

2007 
개정

김자미 외4
(2012)

Romey 
분석법

‘정보의 표현과 관리’ 영역 구성에 대한 
탐구성을 정량적으로 분석

김용대 외2
(2012)

Romey 
분석법 
수정

‘문제해결 방법과 절차’ 영역에 대한 창
의적 문제해결력의 경향을 정량적으로 
분석

김자미 외4
(2011)

Romey 
분석법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 영역 구성의 탐
구적 경향을 정량적으로 분석

김자미 외2
(2011)

Romey 
분석법

4개 교과서를 대상으로 ‘정보기기의 구
성과 동작’ 영역의 탐구적 경향을 정량
적으로 분석 

진영학 외2
(2010) 

내용 
분석법

8종의 교과서를 체계와 내용을 준거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

최길수 외2
(2010)

Hutteman 
방법

Romey 
분석법

두 가지 방법에 기반하여 정보 교과서 
분석을 위한 선택준거를 개발하고 적용
하여 정량적으로 분석

강오한 외1
(2010)

전문가 
설문

교사를 대상으로 정보1 교과서의 만족도 
및 요구사항 분석

2009 
개정

유병건 외2
(2016)

Romey 
분석법

기존 교과서를 분석한 후 2015 개정 교
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교과서를 활동 중
심으로 집필할 것을 제안

강오한
(2015)

Romey 
분석법

‘정보기기의 구성과 동작’ 영역의 구성에 
대한 탐구성을 분석하고, 4가지 분석요
소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함 

강오한
(2014)

Romey 
분석법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영역의 탐구적 경
향을 정량적으로 분석

최현종
(2014)

Anderson 
분류법

6종의 정보 교과서를 분석하여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이해하다와 적용하
다로 제시된 것이 많음을 확인

최현종
(2013)

전문가 
설문

교육과정과 7종의 교과서에서 계산적 사
고 교육을 위한 학습요소를 분석

2015 
개정

강오한
(2018)

Anderson 
분류법

3종의 중학교 정보 교과서를 대상으로 
인지 과정과 지식의 유형 측면에서 학습
목표의 구성 비율을 분석

김수환
(2018)

내용 
분석법

8종의 정보 교과서에서 추상화의 개념과 
예시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
고, 컴퓨팅 사고력 증진을 위한 추상화
의 개념과 교육활동을 제시함

<표 1> 정보 교과서 관련 선행 연구 

정보 교과서에 진술된 학습목표를 Anderson의 
교육목표 분류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발표
되었다. Anderson은 교육목표 진술에 지식의 유
형과 인지 과정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고 분류한
다. 지식의 유형에는 사실적, 개념적, 절차적, 메타
인지적 지식이 있으며, 인지 과정은 ‘기억하다’, 
‘계획하다’, ‘이해하다’, ‘적용하다’, ‘분석하다’, ‘평
가하다’, ‘개발하다’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인지 
과정은 교사가 학습목표 진술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동사형으로 표현한다. 지식의 유형과 인지 과정의 

영역은 하위 수준에서 고위 수준으로 분류된 계층
적 구조를 갖는 특징이 있다. 

교육목표 분류법은 교사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
표에 맞게 수업을 계획하고, 평가 설계에 유용하
며, 교육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교사의 의
사 결정에 도움을 준다[5]. 최현종은 [5]의 연구에
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6종 정보 교과서를 분석
한 결과 개념과 절차적 지식, ‘이해하다’와 ‘적용하
다’로 진술된 것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3. 연구 방법

최근 교육과정에서 정보 교과는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1]로 공포되었으며, 2018학년도부터 중
학교에 적용되었다. <표 2>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정보 교과의 내용 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대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Ⅰ 정보
문화

정보사회 정보사회의 특성과 진로

정보윤리 개인정보와 저작권 보호 
사이버 윤리

Ⅱ 자료와
정보

자료와
정보의 표현 자료의 유형과 디지털 표현

자료와
정보의 분석

자료의 수집 
정보의 구조화

Ⅲ
문제 

해결과
프로그
래밍

추상화 문제 이해 
핵심요소 추출

알고리즘 알고리즘 이해 
알고리즘 표현

프로그래밍
입력과 출력 
변수와 연산 
제어 구조 
프로그래밍 응용

Ⅳ 컴퓨팅
시스템

컴퓨팅 시스템의
동작 원리

컴퓨팅 기기의 구성과 동작 
원리

피지컬 컴퓨팅 센서 기반 프로그램 구현

<표 2> 중학교 정보 교과의 내용 체계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 체계의 4개 대영역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대단원으로 구성된다. ‘정
보문화’와 ‘자료와 정보’ 대단원에서는 정보사회 구
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과 ‘컴퓨팅 
시스템’ 대단원에서는 컴퓨터과학을 바탕으로 한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분야의 문제해결 능력의 신
장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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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교육과정이 변화됨에 따라 <표 1>과 
같이 정보 교과서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수
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교육과정에 따른 중
학교 정보 교과서를 분석하고, 예비교사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대학의 컴퓨터교육과 학생은 교과교육학 관련 교
과목에서 중학교 정보 교과서를 분석 및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교수자로서 학교 현장에서 기존 교과
서를 교재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예비교
사의 교과서 만족도는 기존 교과서의 품질 개선과 
새로운 교과서 개발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2017～2018년에 개설된 ‘정보·
컴퓨터교과교육론’ 교과목을 수강한 A 대학교 컴
퓨터교육과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이들은 설문에 응답하기 전에 교과목 수
업에서 4～5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정보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정보 교과서 인정심사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청에 제시한 심사기준
을 참조하여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3>은 교
과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작한 설
문지의 설문 영역, 설문 내용, 문항 번호를 나타낸 
것이다.

   구성
영역 설문 내용 문항 

번호
교육과정의 

준수
성격 및 목표,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교
수·학습 방법, 평가의 교육과정 준수 1～4

내용의 선정 
및 조직

학습목표의 학습 내용 연계, 내용의 수
준과 범위, 내용 요소 간의 위계 및 연
계성, 학습 활동과 주제의 선정, 학생 
관점에서 기술, 소재 및 제재의 선정

5～10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사실, 개념, 용어, 이론 등의 정확성, 자
료의 공신력 및 설명, 공정한 기술, 표
기의 정확성, 어휘 등 표현의 정확성

11～15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융·복합적 사고와 교과 지식의 적용 및 
활용, 문제해결능력과 컴퓨팅 사고력의 
향상, 의사소통능력 및 협력적 문제해결
력 향상, 학습자의 능력과 수준 고려, 
정보 교과의 핵심역량 배양

16～20

<표 3> 설문지의 설문 영역과 문항 구성

4. 연구 결과

4.1 내용분석법 적용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인정 승인을 받고 현재 
판매중인 14종의 중학교 정보 교과서 중에서 학교 
현장에서 선택 비율이 높고[3], 중학교와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를 모두 제작한 출판사의 교과서들 중
에서 7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교과서를 대상으로 먼저 교과서의 페이지 
수를 비교하였다. <표 4>는 교과서별 총 페이지 
수와 단원별 페이지 수를 나타낸 것이다. 교과서의 
총 페이지는 174～198이며, H교과서의 분량이 상
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대단원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단원 Ⅲ의 평균 페이지 수가 63으로 
가장 많으며, 다른 3개 대단원은 비슷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단원 Ⅲ의 페이지 수는 52～77
로 교과서 간에 차이는 크고, 특히 다른 대단원과
는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대단원별 내용요소(성취기
준)는 각각 3(3), 3(3), 8(9), 2(2)개이며, 이에 따라 
대단원 Ⅲ의 페이지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교과서
 대단원 A B C D E F G H 평균

Ⅰ 40 39 36 25 32 26 37 28 33
Ⅱ 28 30 36 25 26 40 36 34 32
Ⅲ 70 70 60 77 54 66 58 52 63
Ⅳ 32 36 28 31 36 36 39 32 34

부록 등 28 16 31 25 44 16 16 28 26
합계 198 191 191 183 192 184 186 174

<표 4> 교과서의 단원별 페이지 수 비교

정보 교과서의 내용 전개 구조는 대단원 도입, 
중단원 도입, 소단원, 중단원 정리, 대단원 정리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표 5>는 교과서의 구성 
체계를 비교한 결과이다. 모든 교과서는 4개의 대
단원과 8～10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었다. 교과서
는 실습, 활동/수행학습, 수준별 학습, 소그룹 협
동학습을 제공하며, 학습내용을 정리하는 부분과 
평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교과서에서는 정
리와 평가를 통해 본문에서 학습한 내용을 상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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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단원 수

실습 활동/
수행학습 수준별 학습 소그룹 

활동
단원요약 

정리 평가 부록 읽을거리/
참고자료대/중/소

A 198 4/9/15 스스로 
해보기

차근차근 
따라하는 

프로그래밍

스스로 
융합하기, 

스스로 
더하기

함께하기 스스로 
정리하기

스스로 
평가하기 참고자료 스스로 

활동자료

B 191 4/9/23 스스로 
해보기

협력적 
프로젝트

생각 넓히기, 
한걸음 더

함께 
해보기

생각 
정리하기 마무리하기 정답 참고 문헌/ 

참고 사이트

C 191 4/10/25 활동 활동 도움닫기 
활동

실생활 
문제 단원마무리

콕콕 
확인하기, 
형성평가

활동지 읽고 
생각해보기

D 183 4/9/24 스스로 
해보기 실습 노트 더 알아보기 함께 

해보기
단원 

마무리
스스로 
평가

정답 및 
해설 참고자료

E 192 4/8/26 해보기 개별 활동, 
수행평가 더 알아보기 모둠 활동 스스로 

평가하기
단원 

평가하기
실습노트,
정답 및 

해설

세상 속 
정보, 

알쏭달쏭 
QnA

F 183 4/9/21 실습활동 도전하기, 
프로젝트

컴퓨터 
과학자처럼 
생각하기

토론하기, 
함께 

해보기
배운 내용 
정리하기

단원평가, 
평가하기 부록 읽기자료, 

살펴보기

G 183 4/8/22 스스로 
해보기

선택활동
(개인) 선택활동 선택활동

(모둠)
글로 

정리하기
나의 성취 
기준은? 정답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표 5> 교과서의 구성 체계 비교

키고 학습내용의 이해 정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읽을거리, 부록 등을 수
록하여 학습자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표 6>은 7종 교과서에 수록된 평가유형을 비교
한 것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평가 형태는 자기보고
식 평가, 개인평가, 모둠평가가 있다. 그리고 평가
는 대단원과 중단원 단위로 이루어지며, 평가문항
의 형식은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의 형태를 제공
한다. A, B, C, G 교과서는 3가지의 모든 평가 유
형이 제시되었으나, D, E, F교과서는 모둠평가 형
태의 평가가 제공되지 않는다. 

모둠평가는 활동 성과물의 평가와 함께 협업 및 
발표, 토론 등의 과정을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
께 교사 평가뿐만 아니라 동료평가, 자기평가의 방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교과의 핵심역
량인 협력적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해 모둠활동과 
함께 모둠평가의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2 학습목표 분석

본 연구에서는 Anderson의 교육목표 분류법에 
따라 7종 중학교 정보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분석
하였다. 

자기보고식 평가 개인평가 모둠평가

A
- 학습 되돌아보기, 

스스로 해보기 
- 선다형, 단답형

- 스스로 평가하기
- 서술형, 단답형

- 활동 
되돌아보기 

- 선다형

B
- 평가하기, 

확인하기 
- 선다형

- 생각 정리하기, 
마무리하기 

- 서술형, 단답형

- 생각 
정리하기

- 선다형 

C - 콕! 콕! 확인하기 
- 단답형

- 형성평가, 단원 
마무리, 개념체크 

- 선다형, 서술형

- 단원 마무리, 
활동 평가

- 체크리스트

D - 스스로 평가
- 선다형

- 중단원/대단원 
마무리

- 단답형, 선다형
- 없음

E - 스스로 평가하기
- 단답형 

- 해보기, 단원 
평가하기

- 단답형, 서술형
- 없음 

F

- 과학자처럼 
생각하기, 
평가하기

- 서술형, 단답형, 
선다형

- 단원평가, 
자기평가  

- 서술형, 단답형, 
선다형

- 없음

G
- 글로 정하기, 나의 

성취기준
- 서술형, 선다형

- 쏙쏙 퀴즈?, 생각 
키움터

- 단답형, 선다형, 
서술형

- 평가하기
- 단답형

<표 6> 교과서의 평가유형 비교

Anderson의 교육목표 분류법은 정보 교과의 특
성을 반영할 수 있어서 교과에 잘 부합되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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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그러나 정보 교과서에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학습목표의 경우 Anderson의 인지과정 동사로 진
술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것은 타 교과와 다른 정
보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학습목표 진술에서 발생
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학습
목표 분석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① (프로그램)을 만들다. 작성하다. 구현하다.
이들 동사로 진술된 학습목표는 본문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하여 지식의 유형을 판단한다. 그리고 
인지 과정의 경우, 단순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
에는 ‘수행하다’로 판단한다. 그리고 학습 내용을 
응용하거나 알고리즘을 적용한 프로그램의 구현은 
‘개발하다’로 판단한다.

 ② 설계하다. 
이 동사로 진술된 학습목표의 경우, 과제 해결을 

위한 창의·융합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의 유형을 메
타인지로 판단한다. 그리고 인지과정의 경우, 과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또는 모형이 결과물로 만들
어지면 ‘개발하다’로 판단한다.

[그림 1]은 7종의 정보 교과서에 진술된 학습목
표를 분석한 결과이다. 인지과정 측면에서 ‘이해하
다’가 가장 높고, ‘기억하다’와 ‘평가하다’ 영역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지식의 유형 측면에서는 개념
과 절차적 지식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Anderson 분류법에 따른 
학습목표의 분포 

본 연구에서는 인지과정 영역과 지식의 유형 측
면에서 학습목표의 구체적인 분포 비율을 분석하였
다. [그림 2]는 인지과정 측면에서 학습목표의 영
역별 분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인지과정 측면에
서 이해하다(53%), 분석하다(16%), 적용하다(15%)

는 비율이 높으며, 개발하다(12%), 기억하다(2%), 
평가하다(2%)는 낮게 나타났다.

[그림 2] 인지과정에 따른 학습목표 구성

[그림 3]은 지식의 유형 측면에서 교과서에 수록
된 학습목표의 분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지식의 
유형 측면에서 개념(42%), 절차(31%)는 비율이 높
으며, 사실(16%), 메타인지(11%)는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

[그림 3] 지식의 유형에 따른 학습목표 구성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과 2015 개정 교육과
정에 근거하여 제작된 정보 교과서의 학습목표 진
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최현종은 
[5]의 연구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6종 중학교 
정보 교과서를 Anderson의 분류법에 따라 분석하
였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학습목표 진술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5]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4]와 [그림 5]는 2009 개정과 최근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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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근거하여 제작된 정보 교과서의 학습목표 구
성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4]는 인지과정의 측면
에서 학습목표의 영역별 분포 비율을 나타낸 것이
다. 최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제작된 교과서는 이
전 교과서보다 ‘이해하다’와 ‘적용하다’ 영역의 비
율이 감소되었으며, ‘분석하다’와 ‘개발하다’ 영역
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과정
의 영역은 하위 수준에서 고위 수준으로 분류된 계
층적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최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교과서가 이전 교과서
보다 상위 수준의 학습목표 진술이 많아지고, 교과
서의 내용이 고위 수준의 인지과정을 요구하는 형
태로 변화된 것임을 의미한다. 

[그림 4]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학습목표의 인지과정 구성

[그림 5]는 지식의 유형 측면에서 학습목표의 분
포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5]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학습목표의 지식 유형 구성

최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제작된 교과서는 이전 
교과서보다 개념 유형의 비율이 감소되었으며, 절
차와 메타인지 유형의 구성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지식은 기능과 알고리즘에 
관한 지식, 기술과 방법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유형의 비율 증가는 ‘문제 해결과 프로
그래밍’ 대단원의 강화와 분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
로 바람직한 변화인 것으로 판단된다.

4.3 설문조사 결과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 문항
은 5점 평가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답
변은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항목으
로 구성되었다. <표 7>은 설문지의 4개 영역에 대
한 문항 수와 각각에 대한 응답자 수를 나타낸 것
이다. 4개 설문 영역의 응답에서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응답자 수의 
비율은 81%～84%로 나타났다. 

설문  영역 문항 수
응답 번호

① ② ③ ④ ⑤
교육과정의 준수 4 32 80 19 5 0

내용의 선정 및 조직 6 71 100 31 2 0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5 66 73 31 0 0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5 56 82 28 4 0

<표 7> 설문 영역별 응답자 수 분포

[그림 6]은 위의 설문 결과를 설문 문항별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영역별 만족도를 비교한 것이
다. 설문 영역인 ⓐ교육과정의 준수, ⓑ내용의 선
정 및 조직,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교수학
습 방법 및 평가 중에서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
성’ 영역의 만족도가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준수’ 영역의 만족도는 4.02로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법과 Anderson의 교육
목표 분류법을 적용하여 7종의 중학교 정보 교과



8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22권 제2호(2019.3)

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과서 인증 심사기준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림 6]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 설문 결과

내용 분석법을 적용하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모든 교과서에는 실습, 활동, 수준별 학습, 소그룹 
학습을 통해 교과 핵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었다. 각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
시한 내용 체계에 근거하여 개념과 자료를 선별하
여 수록하였으며, 그에 따라 교과서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갖추고 있다.

7종 교과서의 총 페이지는 174～198이며, 1종 
교과서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대단원의 페이지 수에서 대단원 Ⅲ이 가장 많
으며, 다른 대단원들은 비슷한 분량으로 구성되었
다. 대단원 Ⅲ은 페이지 수가 52～77로 교과서 간
에 차이가 크며, 특히 다른 대단원과는 편차가 매
우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최근 교육과정에서 
대영역 Ⅲ인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을 강화하여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한 내용으로 구체화한 것
에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 교과 교육
과정에서 이 대단원의 내용요소 및 성취기준은 각
각 8개, 9개로 다른 대단원보다 2배 이상으로 제
시되었다. 이를 근거로 각 교과서에서는 컴퓨팅 사
고력 함양을 위해 핵심 개념인 추상화를 추가하였
으며, 컴퓨팅 사고력 기반 문제 해결 과정을 추상
화,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수록하였다.

Anderson의 분류법을 적용하여 학습목표를 분
석한 결과, 인지과정 측면에서 이해하다(53%), 분

석하다(16%), 적용하다(15%)는 비율이 높으며, 기
억하다(2%), 평가하다(2%), 개발하다(12%)는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식의 유형 측면에서는 개
념(42%), 절차(31%)는 비율이 높으며, 사실(16%), 
메타인지(11%)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인지과정 측면에서 이해하다(53%)와 지식의 유
형 측면에서 개념(42%)의 비율이 크게 높은 것은 
타 교과의 학습목표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5]. 그
러나 이와 같이 학습목표가 특정 영역에 편중되어 
진술되는 현상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보 교과의 
경우 최근 교육과정을 적용한 교과서에서 이들 영
역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다른 영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정보 교과에 적합한 영역별 비율 구
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교육과정에서 정보과의 핵심역량으로 제시
된 컴퓨팅 사고력은 하위 요소로 추상화, 자동화, 
창의·융합 능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능력의 성취기
준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부분을 추출하고, 문
제 해결 전략에 따라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
램으로 구현한 후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다[1]. 이것은 Anderson의 
지식 유형에서 알고리즘과 방법에 해당하는 절차적 
지식이며, 과제와 전략에 해당하는 메타인지적 지
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지과정 측면에서 결
과물을 도출하는 ‘개발하다’와 비판을 요구하는 ‘평
가하다’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고 핵심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인지과정 측면에서 ‘평가하다’와 ‘개발하다’ 영역, 
지식의 유형 측면에서는 절차와 메타인지와 같은 
고위 수준의 구성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연구에서는 정보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학습목표 진술 방법에 대한 기준 개발이 필
요하다. 예를 들면, Anderson의 인지 과정에 해당
하는 6단계 동사로 표현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것
은 타 교과와 구별되는 정보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
여 학습목표를 진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수업목표를 진술하는 동사가 어떤 인지과정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프로그
램 개발과 관련된 경우, 현재 교과서에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다, 작성하다, 구
현하다’ 등의 경우에 모두 개발하다로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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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선정기준을 적용한 4

개 영역의 5점 척도 설문조사에서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영역의 만족도가 4.21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교육과정의 준수’ 영역의 만족도는 4.02로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보 교과서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의 성격 및 목표, 내용체
계,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 교과서의 개선과 향후 
개발될 정보 교과서의 품질을 높이는데 참고 자료
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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