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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시대의 발전 및 개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정보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핵심역량을 비교 분석하여 초등 정보교육 핵심역량 프레임
워크를 개발하였으며, 초등 정보교과 구성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각 국가 및 기관에서 제시한 역량 중 사회적-
감정적 역량, 의사소통, 창의력, 책임감, 문화와 윤리, 문제 해결 능력, 협력, 추상 역량이 중첩되었으며, 국내 중·
고등학교 정보 교과에서는 컴퓨팅 사고력과 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중시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향후 초등 정보
교과에서 제안된 핵심역량 프레임워크를 교과 구성에 반영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고 융복합적 소양을 함
양하여 문제해결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핵
심역량을 반영한 초등 정보교과 편성의 필요성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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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countries design and implement informatics curriculum based on core competencies to respond to the de-
mands of development and reform in rapidly changing times. In this paper, we developed the core competencies
framework of elementary information educa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re competencies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composition of elementary informatics subjects. We found that social-emotional skills, commu-
nication, creativity, responsibility, culture and ethics, problem-solving, collaboration and abstract competencies
overlapped among the capabilities presented by each country and institution, and computational thinking and in-
formation technology utilization skills in Korea. Therefore, we proposed to reflect the core competencies of the
framework in the elementary informatics curriculum. Moreover, we also suggested enhancing problem-solving
skills, strengthening social responsibility and cultivating convergent skills to organize the curriculum. We hope
that this thesis will expand the necessity of organizing an elementary information curriculum that reflects core
competencies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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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사회는 빠르

게 디지털화, 정보화 세계로 변화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으며, 각 분야는 모두 정

보의 영향을 떠날 수 없게 되었다[19]. 정보기술은 머지

않아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만족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될 것이며,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

에 지식정보혁명으로 정의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

람이 지녀야 할 기초 소양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보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시대의 발전

및 개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에 필요한 핵심역량

에 근거하여 정보교과과정 설계 연구를 대대적으로 전

개하고 있다[7]. 이론적 연구 방면에 있어 각국의 연구

자들은 융합교육과 정보교육을 결합하여 학생들의 융합

적 역량 발전을 촉진하거나, 미래에 필요한 소양을 연구

하여 정보교육에 반영하기도 한다. 실천적 측면에 맞춘

실행연구 방면에 있어서는 교육 정보화 발전에 맞추어

교과 과정의 개발부터 교육 실행 현장의 전반적인 부분

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변화 양상에 맞춘 마이크로 티칭

이나 MOOC, 온라인 교육 등을 정보교육에 접목하는

다양한 교과 설계 및 교수-학습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23]. 이처럼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육성 방안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을 교과에 반영하여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교양의 수준

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인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정보교육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9].

본 논문에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비교

분석하고 정보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핵심역량 프레임

워크를 개발하여 제안한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기반

으로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한국정보교육학회(KAIE)

에서 2016년 개발한 초등 정보교육과정에 역량 중심 교

육의 관점을 비교하여 연계성을 탐색하여 역량 중심의

초등 정보교과 편성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미래 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국내 초등 정보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초등 정보교육 및 교육 과정 설계

연구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관련 연구

2.1. 역량과 핵심역량의 구분

역량 개념 수립 초기 단계에서의 역량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및 기술로 직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었다[22]. 그 후 1997년 OECD의 Defining and

Selecting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 역량을 인간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활용한 복잡한 사회 요구에 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시기를 기점으로 최근에는 직업 분

야를 넘어서 일반적 상황에 필요한 총체적 능력의 집합

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17]. 그리하여, 근래의 역량

은 다양한 상황 속 사회 구성원 각자의 행동과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동기, 성향, 기술, 지식, 특질 등의 개념

의 총체적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18]. 역량이 뛰어난

자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주어진 업무나 과제를 충실

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와 기술 및 지식을 소

유했음을 의미한다. Dubois(1993)은 다양한 역량 중 조

직의 구성원 모두 반드시 구비해야 할 필수적 소양을

핵심역량으로 정의하였다[5]. 핵심역량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여

러 상황에서 개인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에 충족하는 모

든 개인의 삶에 필요한 필수적 가치로 본다.

2.2. 핵심역량 중심 교육

세계 각국의 기초교육의 개혁과 변혁의 실천이 핵심

소양 육성으로 전환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의 발전 요

구에 응하여 핵심적 역량에 근거하여 교과 과정 설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새로운 교과 과정을 편성하고 개

혁을 추진하는데 주요 의미를 가진다[13].

호주는 국가 교육 과정에 미래 핵심역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과정을 ‘재연결교육’으로 명명한다.

호주의 교육 과정은 공동개발, 개인화, 연결화, 통합화의

원리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교육 과정에 포함된 핵

심역량으로는 창의력, 세계 시민 의식, 기업가 정신, 비

판적 사고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1]. 뉴질랜드의 경우

국가 교육 과정에 미래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역량 함양

을 강조한다. 뉴질랜드는 학생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하

여 타인을 생각하는 사려 깊은 생각과 행동을 장려하고,

주변 사람과 함께 학습하는 공유 학습을 촉진한다[25].

또한 학습과 경험을 연결, 실제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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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지식을 기반으로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교과 과정에

서는 사고력, 언어 기호와 문장의 사용, 참여와 공헌 등

의 5가지 핵심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공교육이 활성화되

어 있는 핀란드에서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발전을 기본 개념으로 삼아 7가지의 핵심역량을 교육과

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ICT 역량, 문화적 역량, 의사소

통과 표현, 자기관리 역량, 멀티 리터러시 등을 포함한

다[10].

한편, 국내의 경우 2015 개정 교육 과정부터 일반 역

량과 교과 역량을 규명하여 이를 함양할 수 있도록 역

량 중심의 교과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있다[14].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

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

량, 공동체 역량으로 6가지 핵심역량이 제시된다. 이러

한 핵심역량 함양을 바탕으로 창의 융합형 인재로 거듭

나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Table 1>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한국의

국가 교육 과정에 반영된 핵심역량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3. 초등 정보교육 핵심역량 프레임워크 설계 

3.1. 미래 핵심역량 분석

최근의 교육 동향은 학생들이 급변하는 세상 속 단순

한 지식 보유의 수준을 넘어서 유의미한 맥락에서 지식

을 활용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력을 가지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이에 각국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여러 역량을

중심으로 교과 과정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있으며, 핵심

역량에 대한 분석은 교육 과정 설계 연구에 있어 선제

적 절차로 볼 수 있다.

2015년 OECD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핵심

역량 연구의 초기 프로젝트인 DeSeCo의 2.0 버전으로

미래 교육과 역량: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를 시작했

다[20]. 해당 연구는 국내 연구진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막연한 미래보다는 가시적인

시점을 2030년도로 설정하여 교육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를 나타낸다. OECD 교육 2030에서는

기술·태도·가치, 학습 개념 프레임워크, 역량 개발 사이

클, 복합 역량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하위 역량을 제안한다. 기술·태도·가치영역에

서는 의사소통을 비롯한 협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

력, 공감 등이 포함되었으며, 학습 개념 프레임워크 영

역에는 창의적 사고력, 책임 의식, 갈등 해결 등이 속한

다. 또한, 역량 개발 사이클에서는 행동, 반성, 예측을

포함하며, 마지막 복합 역량에서는 글로벌 역량, 기업가

정신, 디지털 리터러시, 컴퓨팅 사고력/코딩 등을 하위

개념으로 정의한다. 한편, 중국의 북경사범대학 중국 교

육 창의 연구소는 World Innovation Summit for

Education , WISE)의 위탁을 받아 전 세계의 21세기 핵

심역량 교육 실시 경험을 정리하고 5개의 국제기구와

Country Core Competencies

Australia

·Connecting with the Community
·Creativity
·Critical Thinking
·Global Citizenship
·Entrepreneurship
·Citizenship

New
Zealand

·Thinking
·Relating to Others
·Using Language, Symbols and Texts
·Managing Self
·Participating and Contributing

Finland

·Thinking and Learning to Learn
·Cultural Competence, Interaction and
Expression
·Taking Care of Oneself and Others,
Managing Daily Activities, Safety
·Multiliteracy
·ICT-Competence
·Competence for the World of Work,
Entrepreneurship

<Table 1> Core Competencies reflected in the National
Curriculum

Country Core Competencies
·Participation and Influence, Building the
Sustainable Future

Republic of
Korea

·Self-Management Competency
·Knowlege-Information Processing Skills
·Creative Thinking Skills
·Civic Cometency
·Communication Skills
·Aesthetic-Emotional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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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국의 문헌 조사를 통해 <미래지향: 21세기 핵심역

량 교육의 글로벌 경험>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21].

해당 보고서에서는 문화 역량, 비판적 사고, 창의력, 소

통, 협력의 5가지 영역으로 핵심역량을 제시하였으며,

문화 역량에서는 문화 이해, 문화 인정, 문화 실행의 요

소로 구성되며, 비판적 사고 역량에서는 질의 비판, 논

증 분석, 통합 생성, 반성적 평가 요소가 포함된다. 또

한, 창의 역량에는 창의적 인격, 창의적 사유(思惟)가 존

재하며, 소통 역량은 공감, 심층적 이해, 유효한 표현 요

소가 포함되고, 마지막으로 협력 영역에는 전망 인정,

책임 부담, 공통 협상 요소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제적

시야를 겸비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역량들을 정의하고 제안하였다. 싱가포르에서는 2017년

급변하는 세상에서 학생들이 번창하고 성장할 수 있도

록 21세기 미래 사회에서 더 중요해질 핵심 가치와 역

량의 집합을 발견하여 프레임워크로 개발하였다[26]. 본

프레임워크는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안쪽

의 자리하는 핵심 가치는 존경, 책임, 조화 등의 하위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운데 층은 사회적-감정적

역량들로 자아 인식, 자기관리,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바깥층은 21세기 역량으로

비판적-발명적 사고, 시민 의식, 글로벌 인식 등의 역량

을 포함한다. 국내에서는 이재호 외(2018)의 연구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상을 분석하여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는데, 컴퓨팅 사고력, 인성, 의사소통,

과학과 기술, 문화와 예술, 세계화, 직업 전략 및 융합적

사고력이 포함되었다[8].

<Table 2>는 각국 및 기관에서 정립한 핵심역량을

자체 통합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며, <Table 3>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다룬 교육 과정에 반영된 핵심역량과

본 장의 미래 핵심역량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또

한, (Fig. 1)은 <Table 3>에서 분석한 각국 및 기관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시각화하여 열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열지도는 값을 색상별로 표시되는 데이터의 그래픽 표

현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쉽게 시각화하여 한눈에 파

악할 수 있어 데이터 분석 후 시각화에 자주 활용된다.

분석 시, 같은 영역에 속하나 쓰이는 용어만 다른 경우

같은 요소로 결합하여 진행하였음을 밝힌다. 분석 결과,

OECD는 5개의 상위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북경사범

대학도 5개, 싱가포르 교육부는 3개, 이재호 외는 상위

요소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더불어, OECD는 17개,

북경사범대학은 16개, 싱가포르 교육부는 15개, 이재호

외는 8개의 미래 핵심역량의 하위 요소를 제안했다. 가

장 많은 출현 숫자를 보인 핵심역량은 돌봄과 관련된

사회적-감정적 역량이며, 뉴질랜드, 핀란드, OECD, 북

경사범대학,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

량이며, 총 12번의 출현 분포를 나타냈다. 뒤를 이어 의

사소통 역량은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관 및 국

가에서 중시하는 역량으로 나타났으며, 11번의 출현 분

포를 보인다. 다음으로는 창의력이 8번의 출현 분포로

호주, OECD, 북경사범대학,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제안

한 핵심역량이다. 책임감은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기관에서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핵심역량으로 역시 7번의

비교적 높은 출현 분포를 나타냈다. 한편, 문화적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 역량은 모두 6번의 출현 분포를 보

였으나, 문화적 역량과 자기관리 역량이 많은 기관에서

고루 제안하고 있는 역량이라면, 지식의 경우 OECD에

서만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에서는

지식의 활용적 면을 중시한다면, OECD는 지식을 상위

요소로 포함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하위 요소로 제

시하여 본질적 지식의 소유를 강조했다. 뒤이어, 비판적

사고력, 통합, 글로벌 역량이 모두 4번의 출현 분포를

보였고, 3가지 핵심역량 모두 뉴질랜드와 핀란드에서는

교육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뉴질랜드와 핀란드에서는

비판적 사고력에 한정 짓기보다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제시하였으며, 학제 간의 융합이나 통합은 언급되지 않

았으나, 언어적 표현에 있어서의 다양성은 중시하고 있

다. 또한, 세계 시민사회에서의 역량을 강조하기보다는

두 국가 모두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조화를 중시하여

비교적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시민 의식, 컴퓨터 과학 역량, 반성적 사고 역

량, 가치는 총 3번의 출현 분포를 나타냈는데, 반성적

사고의 경우 OECD에서 특히 중시하고 있다. OECD는

예측-행동-반성의 사이클을 상위 요소로 제시하면서 성

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업가 정신은 2번의 출현 분

포도를 나타냈다. 이는 호주와 핀란드의 국가 교육 과정

에서 반영하고 있는 핵심역량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주

체적인 사고와 혁신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했

다. 직업적 전략과 실전적-신체적 역량은 다른 기관과

겹치지 않아 1번의 분포도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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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e Competencies for the Future

<Table 3> Analysis of Future Core Competencies by Order of Appearance

Research Agent Core Competencies

OECD

Transformative
Competencies

Creating New Value, Reconciling Tensions and Dilemmas, Taking Reponsibility

Knowledge
Disciplinary Knowledge, Interdisciplinary Knowledge, Epistemic Knowledge,

Procedural Knowledge

Conceptual
Learning
Framework

Transfer of Knowledge and Skills, Cognitive Skills, Social and Emotional Skills,
Practical and Physical Skills

Attitudes and
Values

The Inter-Relatedness of Knowledge, Skills, Attitudes and Values

Anticipation-Actio
n-Reflection Cycle

Perspective Taking, Critical Thinking, Reflective Thinking

Beijing Normal
University

Cultural
Competency

Cultural Understanding, Cultural Empathy, Cultural Act

Critical Thinking
Rational Criticism, Analytical Argument, Comprehensive Thinking, Reflective

Evaluation

Creativity Personality Innovation, Thinking Innovation, Innovation in Practice

Communication Empathy, Attentive Hearing, Persuasion

Collaboration Joint Vision, Sharing Responsibilities, Negotiation Settlement

Ministry of
Education in
Singapore

Core Values Respect, Responsiblity, Resilience, Integrity, Care and Harmony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Self-Awareness, Reponsible Decision-Making, Social Awarness, Relationship
Management, Self-Management

21st Century
Competencies for a
Globalised World

Critical and Inventive Thinking, Civic Literacy, Global Awareness and
Cross-Cultural Skills, Communication, Collaboration and Information Skills

JaeHo Lee Et al
Computational Thinking, Communi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ulture and Art, Globaliztion,

Personality, Vocational Strategy, Convergent Thinking

No. of
Appearance

Core
Competencies

Australia
New
Zealand

Finland OECD
Beijing
Normal
University

Ministry
of

Education
in

Singapore

JaeHo
Lee Et al

12
Social-Emotional
Skills(Caring)

O O O O O

11 Communication O O O O O O

8 Creativity O O O O

7 Responsibility O O O O O O

6
Cultural
Competence

O O O O

6 Self-Management O O O

6 Knowledg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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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eat Map of Future Core Competencies

No. of
Appearance

Core
Competencies

Australia
New
Zealand

Finland OECD
Beijing
Normal
University

Ministry
of

Education
in

Singapore

JaeHo
Lee Et al

4 Critical Thinking O O O

4 Integration O O O O

4 Globalization O O O

3 Citizenship O O

3
Computer Science
Competence

O O

3
Reflective
Thinking

O

3 Value O O

2 Entrepreneurship O O

1
Vocational
Strategy

O

1
Practical and
Physical Skill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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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보교육에서의 핵심역량 분석

정보(Informatics)는 컴퓨터 과학의 기본적 개념과 원

리 및 기술을 근간으로 실생활과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이며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문의 분야이다

[6]. 더불어, 정보교육은 학생으로 하여금 컴퓨터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탐구와 함께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통합적으로 창출·적용

하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교육

을 뜻한다[15].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

에서 정보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

이며, 이를 위해 정보교육에 미래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교과목을 편성하고 설계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

어야 한다.

미국의 K-12 컴퓨터 과학 교육은 교육 과정의 규정

보다 기초적 컴퓨터 과학의 개념과 교육 시스템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역량을 정의한다. 해당 교육 과정에서는

문제해결 모형을 제작할 수 있는 추상적 개념화 역량,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재사용하거나 융합하는 일반화

역량, 복잡한 과제를 간단한 하위 과제로 나눌 수 있는

분해력과 알고리즘적 사고력 및 디버깅 역량을 함양해

야 할 핵심역량으로 강조한다[2]. 폴란드의 컴퓨터 과학

교육에서도 역량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논리

적-추상적 사고력, 정보 표현, 디지털 기기 이용 알고리

즘 프로그래밍 및 설계를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 계산

수행 및 프로그램 수행, 협력, 정보 윤리를 해당 교육

과정을 통하여 함양할 수 있다[11]. 독일의 컴퓨터 과학

교육 과정의 경우 일찍이 정보교육에 핵심역량을 연계

하였다. 해당 교육 과정에서는 3가지의 핵심역량을 강조

하는데, 상호적 도구 사용, 독자적 행동, 이질적 그룹과

의 교류를 들 수 있다[3]. 대만의 정보기술 교육 과정에

서 함양할 수 있는 핵심역량으로는 수학, 과학, 공학 지

식의 활용 능력, 정보기술 및 최신 컴퓨터 엔지니어링

도구 사용 능력,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설계, 실험, 분석

및 해석 능력, 학문 간 지식 통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 영향을 이해한 정보 윤리 등을 들 수 있다[24].

현재 국내의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교과목에서 일부 정

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정보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정보 교과 과

정에서는 정보 문화 소양, 컴퓨팅 사고력,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교과 역량으로 추구하고 있다[15].

이에 <Table 4>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정보교육에서

반영된 핵심역량을 종합한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4>는 <Table 5>에서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정보교육

에서 공통되는 핵심역량을 구분하여 가장 많이 출현한

핵심역량의 순으로 정리하여 보여준다. 또한, (Fig. 2)는

이를 열지도로 표현한 것이다. 분석 결과, 정보교육과정

에 반영된 핵심역량의 수는 미국 5개, 폴란드 6개, 독일

3개, 대만 9개, 한국 3개로 나타났으며,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포함되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협력

을 중시하고 있어 4번의 높은 출현 분포를 나타냈다. 문

화와 윤리의 경우 인문학적 분야로 간주하여 같은 분류

에 속한 용어들을 구분하였고, 본 역량도 4번의 출현 분

포로 가장 높은 핵심역량에 속했다. 다음으로 추상적 개

념화 역량이 미국과 폴란드에서 출현하여 2번의 출현

분포를 나타내며 그 뒤를 이었다. 계산 수행과 프로그램

실행 능력, 실험적 역량, 알고리즘적 사고력 등은 다른

국가와 겹쳐서 제시되지는 않아 1번의 출현 분포만을

가졌다. (Fig. 2)는 (Fig. 1)과 달리 각국의 핵심역량이

겹쳐지지 않아 (Fig. 2)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1번 출현

으로 같은 색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국가 간 제시하는

핵심역량의 요소 중 문제해결 능력, 문화와 윤리, 협력

을 제외한 핵심역량이 국가 간 비교적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교육에 반영된 핵심역량이지만 컴

퓨터 과학이나 정보 교과목 자체의 개념적 원리 등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제

간의 구분 보다 총체적인 핵심역량 증진에 각국이 힘을

쏟고 있으며, 정보교육 과정의 내용은 핵심역량과 구분

지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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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e Competencies reflected in the Informatics Education

<Table 5> Analysis of Core Competencies reflected in the Informatics Education by Order of Appearance

Country Core Competencies

U.S.A

·Abstraction
·Generalization
·Decomposition
·Algorithmic Thinking
·Debugging

Poland

·Logical and Abstract Thinking
·Representations of Data
·Problem-Solving
·Performing Calculations and Excuting Programs
·Collaboration
·Information Ethics

Germany
·Using Tools Interactively
·Acting Autonomously
·Interacting in Heterogeneous Groups

Taiwan

·Mathematics, Science, Engineering Knowledge
·In-Depth Professional Skill
·Experimental Capability
·Analysis and Design Capability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Capability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Skill
·Effective Communication and Teamwork Skill
·Social Responsibility and Global View
·Broad Views and Life-Long Learning

Republic of Korea
·Information Culture Competency
·Computational Thinking Skill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Skill

No. of
Appearance

Core Competencies U.S.A Poland Germany Taiwan
Republic of
Korea

4 Problem-Solving O O O O
4 Culture·Ethics O O O
4 Collaboration O O O O
2 Abstraction O O
1 Generalization O
1 Decomposition O

1
Algorithm
Thinking

O

1
Representations of

Data
O

1

Performing
Calculations and
Excuting
Programs

O

1
Using Tools
Interactively

O

1
Acting

Autonomousl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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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at Map of Core Competencies reflected in the Informatics Education

No. of
Appearance

Core Competencies U.S.A Poland Germany Taiwan
Republic of
Korea

1

Mathematics,
Science,
Engineering
Knowledge

O

1
In-Depth

Professional Skill
O

1
Experimental
Capability

O

1
Analysis and

Design Capability
O

1
Computational
Thinking Skill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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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초등 정보교육 핵심역량 프레임워크 제안

앞서 교육 핵심역량 프레임워크 설계를 위하여 미래

사회 핵심역량과 각국의 교육 과정에 반영된 핵심역량

과 더불어 정보교육에서 접목된 핵심역량에 관한 세계

각국의 문헌을 고찰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

탕으로 초등 정보교육 핵심역량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자 한다. 각국 및 기관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중 교집합

에 속하는 상위 5개 역량인 사회적-감정적 역량, 의사소

통, 창의력, 책임감, 문화적 역량과 정보교육에 반영된

핵심역량 중 교집합에 속하는 상위 4개 역량인 문제 해

결 능력, 문화와 윤리, 협력, 추상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문화적 역량과 문화와 윤리 요소는 다소 그 성질이 흡

사하여 두 가지 요소를 문화와 윤리 요소로 축소하여

통합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국내 중학교 정보 교과의

목표인 ‘기초적인 정보윤리의식과 정보보호능력을 함양

하고 실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기술 활용 능력과

컵퓨팅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에 따라 컴퓨팅 사고력을 추가하며, 고등학교 정보

교과 목표인 ‘정보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보호를 실천

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실생활의 기초적인 문제뿐

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의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보기술 활용 능력과 컴퓨팅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

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를 바탕으로 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추가 선정하여 중등 교육 과정과의 연계가 가능

하도록 구성하였다[15]. 이에, 총 10가지 핵심역량을 미

래 초등 정보교육의 핵심역량으로 제안하며, (Fig. 3)에

서 도식화된 핵심역량 프레임워크를 확인할 수 있다.

(Fig. 3) Core Competencies of Elementary Informatics Education Framework

4. 핵심역량 분석에 기반한 초등 정보교과 교육 과정 

구성 방향

4.1. 초등 정보교과 교육과정 실행 방향

본 장에서는 실과 과목에 적용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의 내용 체계와 KAIE에서 개발한 초등 정보교육과정의

표준 모델을 기준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미래 핵심역

량을 연계하여 초등 정보교과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

는 방향에 관해 내용 체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

법에서 반영되어야 할 핵심역량을 의 연계성을 보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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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정보교과 교육 내용 체계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실과 과목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보교과의 내용 체계는 기술시스템 영역과 기술 활용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15]. 구분된 두 가지 영역에서

정보교과와 관련된 핵심 개념은 소통과 혁신을 들 수

있다. 소통의 내용 요소로는 소프트웨어의 이해, 절차적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술 혁신에서는 개인 정보와 지식 재산 보호 및 로봇

의 기능과 구조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KAIE가

제시한 초등 정보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보다 세분화된 소프트웨어, 컴퓨팅 시스템, 정

보 생활 영역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4]. 소프트웨어

에는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로봇과 컴퓨팅의 하위 영역

이 포함되어있으며, 컴퓨팅 시스템 영역에서는 정보기

기, 운영체제, 정보통신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마

지막 정보 생활 영역에서는 정보 윤리와 정보 활용의

하위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선정

한 핵심역량 중 컴퓨팅 사고력, 추상, 문화와 윤리, 사회

적-감정적 역량 및 정보기술 활용 능력이 분석된 내용

체계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KAIE가 제안한 내용 체

계와 관련하여 제안된 핵심역량과 연관된 연계성을 보

여준다.

<Table 6> Informatics Curriculum Contents and Core Competencies

4.1.2. 정보교과 교수·학습방법

현재 실과 교육과정 중 공통 교육과정 –정보- 에서

는 정보과 교육에 대한 교수·학습방법을 다양한 방법으

로 제안하고 있는데, 실생활의 상황 및 사건에 기초한

사례 기반 학습, 경험 위주의 학습, 문제 해결 학습 등

학습한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한다[15]. 한편, KAIE에서는 상

기 제시한 내용 체계의 하위 영역에 따라 교수·학습 방

법을 제시하였다[4]. 알고리즘 영역에서는 비교 및 분석

과 문제 해결 방법을 강조하며, 프로그래밍 영역에서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 장단점 분석, Pilot Test 등의 방법

을 제안한다. 로봇과 컴퓨팅에서는 컴퓨팅 사고를 기반

한 문제 해결, 스토리텔링 기반 과제 제시, 흥미 위주의

체험 중심 교수·학습법을 권장한다. 또한, 정보기기에서

는 관찰 분류 교수법, 실습, 사양서 중심의 교수학습법,

포트폴리오 제작 등이 있으며, 운영체제는 정보기기와

마찬가지로 사양서 중심의 교수학습법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프로젝트형, 개념획득 교수학습법, 생

활 중심의 설명 교수·학습 모델을 제안한다. 정보통신

영역에서는 개념형성 교육 모델 및 문제 해결 학습 모

델과 실습 위주 교수·학습 방법, 협력 학습 및 수준별

학습을 제시하고, 정보 윤리에서는 자율성 존중, 책임감

형성 및 타인 존중을 강조하며, 정보 윤리와 타 교과와

의 융합 및 온라인 토론을 활성화할 것을 권장한다. 정

보 활용에서는 수준별 학습과 자기 주도 학습력을 키울

2015 Revised
Curriculum

Debate

Analysis

Cased Based Learning

Practice

Problem Solving
Learning

Learner-Centered
Teaching

KAIE

Software
Algorithm
Programming

Robot and Computing

Computing
System

Information Tool
Operating Syste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ormation Life
Information Ethics
Information Utilization

Core Competencies

Computational Thinking

Abstraction

Culture & Ethics

Social-Emotional Skills

Information Technology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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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장려한다. 2015 실과 개정교육과

정과 KAIE 모두 실생활과 학습을 연관시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중

시하고 있다. 분석된 교수·학습법과 본 논문에서 선정된

핵심역량 중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책임감, 문화와 윤

리, 사회적-감정적 역량이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7>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교수·학습 방법과

KAIE가 제안한 내용 체계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과 관

련하여 제안된 핵심역량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Table 7> Learning and Teaching Methods in Informatics Education and Core Competencies

4.1.3. 정보교과 평가 방법

2015 개정 교육 과정 중 실과 과목 중 정보와 관련한

평가 방안으로는 양적 및 질적 평가와 평가 주체 다양

화를 중심으로 종합적 평가, 자기평가, 관찰평가, 동료평

가, 상호평가, 다면적 평가 등을 들 수 있다. KAIE의 초

등 정보교육 과정에서의 평가 방법은 상기 교수·학습

방법과 같이 내용 체계의 하위 요소에 따라 다양한 평

2015 Revised
Curriculum

Debate

Analysis

Cased Based Learning

Practice

Problem Solving
Learning

Learner-Centered
Teaching

KAIE

Algorithm
Comparative Analysis
Problem Solving Learning

Programming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Learning
Pros and Cons Analysis

Pilot Test

Robot and
Computing

Computational Thinking Based
Problem Solving
Story-Telling

Experience-Driven Learning

Information Tool

Observation and Classification
Learning
Practice

Specification-Centered
Teaching

Portfolio Developement

Operating
System

Specification-Centered
Teaching

Problem Solving Learning
Project Based Learning
COnceptual Teaching
Authentic Learn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cept Formation Model
Cooperation

Problem Solving Learning
Practice

Level-Divided Learning

Information
Ethics

Gradual Release of
Responsibility Model
Convergence Education
Online Discussion-Based

Learning
Information
Utilization

Level-Divided Learning
Self-Directed Learning

Core Competencies

Creativity

Problem Solving

Responsibility

Culture & Ethics

Social-Emotional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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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법을 제시했다. 알고리즘 영역에서는 산출물의 성

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프로그래밍 영역에

서는 의사소통 중심의 프로그래밍 구현 평가 및 과정

중심 평가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로봇과 컴퓨팅에서는

체크리스트나 퀴즈 등을 이용한 자기평가, 동료평가 및

산출물 기반의 면담 방안을 포함하며, 정보기기에서는

심화적 평가 방안을 제안했다. 운영체제 영역에서는 장

기적, 지속적 평가 방법을 강조했으며, 정보통신에서는

실습 평가 및 자기평가를 중시하며, 정보 윤리에서는 관

찰평가와 실기 평가, 정보 활용 영역에서는 대안 평가와

관찰 평가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보교과의 평가 방법과

연관된 핵심역량은 의사소통, 책임감, 협력, 정보기술 활

용 능력, 컴퓨팅 사고력이었다. <Table 8>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평가 방안과 KAIE가 제안한 내용 체계에

따른 평가 방안과 관련하여 제안된 핵심역량과의 연계

를 보여준다.

<Table 8> Evaluation Methods in Informatics Education and Core Competencies

4.2. 초등 정보교과 교육 과정 편성 방향

4.2.1. 사회적 책임감 강화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는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학생의 기본적인 습관과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

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세계 각

국이 자국 교육 과정에 반영한 교육적 목표 또한 사회

적 책임감을 강화하여 세계시민의식을 갖추는 인재 양

성에 힘쓰고 있다. 이에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고 원활

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사람과 문화를 이해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초등

정보교과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정보교과는 정

보사회 구성원으로서 윤리의식과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보 문화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와 사이버 윤

리 등의 정보 윤리 교육을 기반으로 정보사회에서의 올

바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교수하여야 할 것이다.

2015 Revised
Curriculum

Comprehensive
Evaluation

Self-Evaluation

Observational
Evaluation

Peer Evaluation

Mutual Evaluation

Multifaceted
Evaluation

KAIE

Algorithm Performance-Based Evaluation

Programming

Communication-Oriented
Programming Implementation

Evaluation

Process-Oriented Evaluation

Robot and
Computing

Self-Evaluation
Peer Evaluation
Interview

Information Tool In-Depth Evaluation

Operating
System

Long-Term Evaluation
Continuous Evalu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actical Evaluation

Self-Evaluation

Information
Ethics

Observational Evaluation
Practical Evaluation

Information
Utilization

Alternative Evaluation
Observational Evaluation

Core Competencies

Communication

Resoponsibility

Collaboration

Information Technology
Utilization

Problem Solving

Computation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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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창의력 증진을 통한 융복합적 소양 함양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정보교과는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및 기술에 대한 지식을 바탕

으로 일상생활과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이

며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문의 분야이다[16]. 또

한, 정보교과는 과학은 물론 인문학과 예술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의 요소를 컴퓨터 과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

고, 창의적이며 융합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이에 어릴 때부터 창의성 사고 역량을

계발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융복합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정보교과를 편성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초등학생의 창의력 및 융복합적 소양 함양

을 위해서는 먼저 기초적인 컴퓨터 등 정보기술 교수설

비의 배치를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학습 도구

를 제공해야 하며, 둘째, 학생의 능력과 정보기술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환경을 세심하게 설계하여 학생

들이 정보환경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정보기술 학습자원을 온·오프라인으로 풍부

하게 해야 한다.

4.2.3.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한 문제 해결 능력 제고

주요 국가의 정보교육에서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 이

상의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

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부 발달도시에서 초등 정보기

술 수업에 App Inventor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고, 게이미피케이션을 접

목하여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업

을 구상한다[12]. 특히 절차적 사고를 유도하는 컴퓨팅

사고력은 문제 상황을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에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

을 향상시키고 정보기술을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을 길러주어 다양한 상황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초등 정보교과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5. 결론

정보화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적 전략이다. 주

요 국가들은 이를 인식하고 정보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보선진국인 영국을 비롯

한 중국, 이스라엘, 인도 등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보 관

련 수업이 필수 교과로 지정되어 있어 학생들이 일찍부

터 컴퓨터 및 정보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반

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정보

교과목은 아직 편성되지 않았으며, 실과 교과목에서 일

부 시행되고 있다. 총 실과 교과 수업 시간인 5,148시간

중 정보교육은 17시간만 배정되어있어 총 실과 교과목

수업 중 단지 0.3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15]. 이는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정보교육이

현재 국내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세계 각국의 교육 과정 설계 및 개발 목

표가 핵심역량 계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근간

하여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응하여 다양한 국가와 기

관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분석하고 초등 정보교육 핵

심역량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역량 중

심의 초등 정보교과 편성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여러 국가와 기관이 제시한 핵심역량 분석 결과, 사회적

-감정적 역량, 의사소통, 창의력, 책임감, 문화적 소양,

자기관리 역량, 지식, 비판적 사고력, 통합의 순으로 중

요시한 핵심역량이 중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보교육에 반영된 핵심역량은 문제해결 능력, 문화와

윤리, 협력, 추상화의 순으로 각국이 중시한 핵심역량이

중복되었다. 이에 주요국 및 기관에서 강조한 핵심역량

을 비롯하여 컴퓨팅 사고력과 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추

가하여 총 10개의 핵심역량을 선정하여 초등 정보교육

을 위한 핵심역량 프레임워크를 설계했다. 이를 바탕으

로 초등 정보교과의 교육 과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실행과 편성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실행 방향으로는

교육내용 체계와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으로 구

분하여 2015 실과 개정 교육 과정 중 정보교과와 KAIE

의 정보교과의 방향성을 분석하여 본 논문에서 선정한

열 가지의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였고, 초등 정

보교육 시행단계에서 제안된 핵심역량 요소들을 반영해

야 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편성 방향으로 사회적 책

임감을 강화하고, 창의력 증진을 통하여 융복합적 소양

을 함양하며,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한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초등 정보교육 핵심역량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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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는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 델파이 연구를 실시하여

타당도 검증이 필요할 것이며, 선정된 핵심역량을 중심

으로 향후 정보교과가 편성되면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해

당 핵심역량이 증진되었는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요구

될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초등 정보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초등 정보교과 편성의 방향성 연구에 시사점

을 제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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