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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SW교육의 확대 및 차기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중‧고의 일관성 있는
SW교육 적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차세대 SW교육 표준모델을 개발하였다. 2017∼2018년 학계에서 수행된 초
‧중등 SW교육 표준 모델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외 SW교육에 관한 기초 조사 및 분석, 유관기관 및 전문가 공
개 포럼, 글로벌 SW교육 워크샵,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SW 교육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적용
체계를 갖추고, 이후 고등교육 및 산업분야에 연계가능한 차세대 SW교육 표준 모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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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standard model of next-generation software(SW) education was developed to expand SW ed-
ucation for fostering future talents and to prepare a consistent SW education application system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next revised curriculum. To this end, based on the study of the standard model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W education conducted in 2017∼2018 academics, basic research and analysis on
domestic and foreign SW education, public forums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experts, global SW education
workshops, and public hearings are held. Through this process, a consistent application system for SW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was established, and the next generation SW education standard curricu-
lum model that can be connected to higher education and industry was developed.

Keywords : Next-generation Software Education, Software Education Standard Model, Software Education
Curriculum,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1. 서론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핵심에는 소프

트웨어(Software, 이하 SW) 혁명이 있으며, SW 혁명에

기반한 디지털 연결성은 기술의 혁신을 넘어서 직업 구

조의 변화와 같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과 같은 SW

기술의 발전은 기술혁신 주기를 점점 짧아지게 하고 있

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된다[12][22][24][27][28].

이런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여 국내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SW 중심의 ‘정보’교과를 필수화하였다

[20]. 정보교과 핵심 내용인 SW 코딩(프로그래밍)은 프

로그래밍 언어 습득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초 SW 역량의 증진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

(Computational Thinking) 향상에 핵심을 두고 있다

[20][21].

한편, 2018년 중학교 및 2019년 초등학교의 2015 개

정 SW교육 적용 이후, SW교육은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교과 내에서 17시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정보 교과에서 3년간 총 34시간 이상,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선택 정보 과목으로 적용하고 있어 초‧중‧고의 일

관성 있는 적용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미래 인재양성 차원과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SW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

질과 적성이 있는 인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SW교

육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

를 지속하기 위한 SW교육에 관한 차세대 모델이 필요

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2018년 학계에서 수행된

초‧중등 SW교육 표준 모델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외

SW교육에 관한 기초 조사 및 분석, 유관기관 및 전문

가 공개 포럼, 글로벌 SW교육 워크샵,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SW 교육을 위한 일관성 있

는 적용 체계를 갖추고, 이후 고등교육 및 산업분야에

연계가능한 차세대 SW교육 표준 모델을 개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초‧중등 SW교육 표준 모델 연구(2017)

한국정보교육학회(2017)에서는 국내외 초등 정보과

교육과정 관련 내용체계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컴

퓨터 과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원리를 학습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현장교사와 하계전

문가와의 적절성 검증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실제 적용

할 수 있도록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학년별 3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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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를 기준으로 한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한 초

등 SW교육 표준 모델 개발 연구를 실시하였다[15]. 초

등 SW교육 표준 모델 개발 연구에서는 SW교육 운영

지침에 따른 교육 시수 확보와 중등 정보과와의 연계를

위해 소프트웨어 영역, 컴퓨팅 시스템 영역, 정보문화

영역으로 내용 영역을 구성하여 학습자의 능동적인 문

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개념에 따른

성취기준을 제시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요소들에 대한 계

열화와 구조화를 정립하였다[15].

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와 한국과학창의재단(2017)에

서는 한국정보교육학회, 한국컴퓨터교육학회와 공동으

로 초‧중등 정보교육과정의 연계를 위한 새로운 교육과

정 체계를 제안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정보 교육과

정의 체계를 갖추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서의 ‘정보’ 교육과정을 개발

하는 한편, 고등학교 정보 교과의 신설을 위해 필요한

교과목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 중등 SW교육 표준 모델

개발 연구를 실시하였다[18].

중등 SW교육 표준 모델 개발 연구에서는 교과 역량

으로 2015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과 동일한 정보 문화

소양, 컴퓨팅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학교에서는 각 학년별 주당 최소 1시간 이상 학

습할 수 있도록 3단계로 구성하였고, 고등학교에서는 기

준 이수 단위인 5단위 이상 학습하도록 내용을 구성하

였다. 내용 영역은 2015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4개 영역(정보 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 해결과 프로그

래밍, 컴퓨팅 시스템)을 5개 영역으로 확장하였으며, 명

칭에 있어 혼란을 주었던 ‘자료와 정보’는 ‘디지털 자료’

로 개칭하였다. 2015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 내용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내용요소의 모호함을 배제하고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내용요소와 기능을 결합하

여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한편, 내용체계표의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2.2. 초‧중등 SW교육 표준 모델 연구(2018)

초중등 SW교육 표준 모델을 위한 연구는 2018년도

에도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

하였다[23].

첫째, 초중등 정보과 내용 영역을 ‘정보문화’, ‘자료와 정

보’,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을 통일함으

로써 정보과 내용의 연계성을 도모했다(<Table 1> 참조).

Area Core concept

Information Culture
Information society
Information ethics

Data and 
Information

Presenting of data and 
information
Process data and information
Analyzing data and 
information

Problem-solving 
and programming

Abstraction
Algorithms
Programming

Computing System
Principles of computing 
system mechanism
Physical computing

<Table 1> K-12 Informatics contents area(2018)

둘째, 초등학교 독립교과 운영(학년별 34차시/주 1시

간 이상: 총 204시간 이상)을 통한 ICT소양 능력강화와

소프트웨어교육 기회 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2.3. 국외 SW교육 동향

SW교육과 관련된 교과명으로 유럽에서는 정보학

(Informatics), 컴퓨팅(Computing), 미국 등은 컴퓨터과

학(Computer Science) 등 다양한 형태로 초중등 정규교

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16].

국외의 SW교육에서는 공통적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차세대 미래 교육의 기반인

A.I.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과 프레임을 체계적으로 연구

하여 제시하고 있다. <Table 2>는 국외의 SW교육 동

향을 요약하여 정리한 내용이다[1][3][4][5][6][7][8][9]

[10][11][13][14][16][17][19][25][26].

Na 
tion content

USA

▪(National) Declaration of 'CS for All' 
initiative*('16) and executive order**('17.9) to 
expand primary and secondary computer 
education
▪(State) Lack of a federal government-level 
standard model, state-specific different laws 
and policies

<Table 2> Overseas trends of SW/AI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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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세대 SW교육 표준 모델 개발

3.1. 개발 방향

차세대 SW교육 표준 모델의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현황 분석을 토대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

교에 이르는 SW교육의 목표, 시수, 내용 및 당위성 확

보를 위한 표준 모델을 개발한다.

2. 교육과정 설계 원리를 바탕으로 미래 정보과 교육

과정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개발한다

(<Table 3> 참조)[2].

Principle of 
curriculum 

design
Development direction

Scope

Set range and depth based on knowledge, practice,
and manner of informatics education in 
elementary/middle/high schools.
- Refer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public curricula 
for computer science and development of 
computational thinking.

Sequence

Develop goals, content, and performance
expectation, etc., where linkage had lacked in the 
existing elementary/middle school curriculum, to 
satisfy ‘sequence by school grade’ in the same 
subject.

Coherence

Based on the research of the SW education
standard model system for elementary/middle 
schools performed up to 2018, develop a standard 
model for SW education in the form of consistent 
‘spiral education’ that incorporates knowledge, 
practice, attitude, etc., progressively to enlarge the 
depth and range of student knowledge in the 
curriculum as a whole.

Integration

Propose ‘competence’ that connects and
covers knowledge, practice and attitude included in 
the curriculum, and develop to closely connect all 
parts and elements of the curriculum.

Connectivity

Develop the curriculum enabling interrelation 
within a subject and between subjects for vertical 
and horizontal linkages to various aspects of the 
curriculum model.

<Table 3> Development direction based on curriculum
design principles

3.2. 개발 절차 및 개발 방법

차세대 SW교육 표준 모델의 개발 절차는 (Fig. 1)과

같이 진행하였다.

(Fig. 1) Process of This Study

Na 
tion content

▪(Private) AI4K12.org develop national-level AI 
education guidelines for K-12 (supporting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forming a 
consortium of teachers' organizations, 
academia, etc.)

Japan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18)
-(Elementary) Make programming education 
mandatory for other subjects and 
'comprehensive study hours' ("20~)
-(middle) Expand programming education 
within technology and home subjects ("21~)
-(high) Information I (70 hours) Required, 
Information II (selected) ('22~)
※ (currently) Select from "Society and 
Information" (70 hours) and "Science of 
Information" (70 hours) to complete.

U.K.

▪For the first time among G20, all ages (5-16 
years old) SW education is required ('14, 
national level curriculum)
※ Subjects required by all school-age groups 
(5): English, math, science, physical education, 
computing
- Software education contents, time, and 
methods are freely operated according to the 
school situation.

China

▪SW education will be operated freely 
according to the province and will strengthen 
A.I. education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 Published A.I. textbooks for all grades from 
kindergarten 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33 books, 18.4~) and operated pilot 
schools for 300 schools for 3 years ('19~'21)

Israel

▪(Elementary) elective courses allow students 
to complete up to 180 hours between grades 4 
and 6.
▪(middle school) General education courses 
are optional subjects, STEP courses* are 
required for 60 hours for 1st graders, and 120 
hours for 2nd to 3rd graders ('19.6~)
* Science and Technology Excellence Program
▪(high school) elective courses (450 hours) 
and SW engineering majors (450 hours) 
required courses (450 hours)

Finla
nd

▪Revision of the curriculum in 2016 and the 
programming is encouraged to be taught in all 
subjects, starting with math courses for the 
first and second graders.
▪Using programming as a tool for STEAM 
education



차세대 소프트웨어(SW)교육 표준 모델 개발   341

표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집필진으로는 정보과학

교육연합회,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한국정보교육학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전국 사범대, 교육대 소속 교수 및 현

직 교사 등 31인으로 하였다.

개발 방법으로는 표준 모델 초안 구안을 위해 국내외

문헌 및 교육과정 분석, 연구진 자체 회의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초안 내용의 검증 및 보완을 위해 전문가

델파이를 수행하였다. 또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 포럼,

대국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완성하였다.

3.3. 1단계: 초안의 구안 및 1차 전문가 델파이

표준 모델 개발을 위한 1단계로 문헌 분석 및 연구진

워크숍(1차)을 통해 표준 모델의 인재상, 목표, 역량, 영

역, 영역별 하위 요소에 대한 초안을 구안하였으며, 해

당 항목별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국 교대 및 사범

대 컴퓨터교육과 재직 교수 및 교사 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델파이 설문을 진행하였다. 델파이 조사의 분석

은 참여자의 응답을 바탕으로 내용 타당도 비율(CVR)

을 적용하여, CVR 0.42이상(N=23)의 경우를 적절하다

고 판단하여 내용 수정에 반영하였다[19]. <표 4>는 1

차 전문가 델파이 수행 결과이다.

Content CVR Adequa
cy

Concep
t of 

Talent

Creative and convergent students 
with knowledge of information 
science and leading the future

0.74 ◯

Creative and convergent students 
with information literacy and leading 

the future
0.65 ◯

Goal

Cultivating the capability to lead 
change and innovation in society with 

creative and convergent 
problem-solving skills based on 
knowledge of computer science

0.65 ◯

Cultivating information science 
knowledge leading the future 
society/Cultivation creative 

problem-solving skills based on 
computational thinking/Cultivating 
collaborative practices that lead to 

the right information culture

0.48 ◯

Compet
encies

Computational thinking 1.00 ◯
Information culture literacy 0.91 ◯

Collaborative problem-solving skill 0.74 ◯

<Table 4> The result of first delphi research

Content CVR Adequa
cy

Computing literacy 0.22
Computer science literacy 0.39

Information literacy 0.04

Area
s

Area1 Knowledge 1.00 ◯

Area2 Activity 0.83 ◯
Practice 0.30

Area3
Perspective 0.22

Attitude 0.30
Perspective and Attitude 0.30

Factors 
of 

Area1

Information culture 0.74 ◯
Data and information 0.74 ◯

Problem-solving and programing 0.83 ◯
Computing system 0.91 ◯

Factors 
of 

Area2

Analyzing 0.83 ◯
Designing 0.83 ◯

Implementing 0.83 ◯
Managing 0.39
Sharing 0.57 ◯

Converging 0.74 ◯
Trying 0.30

Creating -0.13
Debugging 0.39

Collaborating 0.30
Applying 0.39

Machine and human -0.30
Human and human -0.48

Machine and machine -0.39
Human and nature -0.39
Human and society -0.39

Human and academic -0.57
Personal thinking and perception -0.39

Understanding 0.13
Synthesizing 0.13
Evaluating 0.39

Factors 
of 

Area3

Collaborating 0.83 ◯
Participating 0.65 ◯

Safety 0.13
Problem-solving with computing 0.48 ◯

Trying 0.65 ◯
Contributing 0.48 ◯

Ethical judgment 0.48 ◯
Considering social impact 0.39

Public attitude 0.39
Change adaptation 0.30
Future prediction 0.57 ◯

Respecting other academic areas 0.13
Practices 0.57 ◯

Communication 0.65 ◯
Convergence 0.74 ◯

Sharing 0.65 ◯
Community spirit 0.30

Critical thinking(Perspective) 0.39

Acceptance -0.13

Response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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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단계: 표준 모델 프레임 구안

2단계로 초안에 대한 1차 전문가 델파이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모델에 미래 지향적 요소를 포함한 최종

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진 워크숍(2차)을 추가로 진행

하였으며, (Fig. 2)와 같은 표준 모델의 프레임을 도출할

수 있었다. 1차 델파이를 수행한 결과에 추가로 반영된

주요 사항은 인재상에서 ‘정보과학 소양’ 대신 ‘정보와

컴퓨팅 소양’ 용어를, ‘미래를 주도하는’ 대신 ‘더불어 살

아가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역량에서는 ‘협력적 문제해

결력’을 SW교육에 특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협업능력’,

‘융합적 문제해결력’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대영역을 ‘지식(knowledge)’, ‘실천 및 태도(Practice &

Attitude)’로 양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지식 영역에서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인공지능과 융합’

영역을 하위 영역으로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Fig. 2) The frame of standard curriculum model
next-generation SW education

3.5. 3단계: 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안 구성 및 2차 델파이

2단계 표준 모델 프레임 구안을 마친 후 연구진 워크

숍(3차)를 통해 지식(knowledge) 영역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8단계로 구성하는 내용 체계안을 구

성하였다. <Table 5>는 차세대 SW교육 표준 모델의

교육 단계 구성이다.

이후 구성된 8단계 내용 체계안에 대해 현장 교수 및

교사 총 25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온라인 델파이 설문을

진행하였고, 결과를 반영하여 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최종 개발된 내용체계는 부록에서

제시하였다.

School level Grade Level

Elementary
Schools

1rt~2nd grade Level 1
3rd~4th grade Level 2
5th~6th grade Level 3

Middle Schools
1rt grade Level 4
2nd grade Level 5
3rd grade Level 6

High Schools
1rt grade Level 7
2nd grade Level 8

<Table 5> Levels of next SW standard model

3.6. 4단계: 영역 및 단계별 수행기대 개발

 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를 구성한 이후, 연구진 집

중 작업을 통해 SW교육 표준 모델의 영역 및 단계별

수행기대를 개발하였다. 수행기대는 교육목표를 구현하

고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단계별로 목표 수준을 구체화

하여 제시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차세대 SW교육 표준

모델의 지식과 실천 및 태도에 해당하는 목표 수준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실천 및 태도 영역에 제시된 하위

요소는 각 수행기대별로 적합한 항목을 연계하여 제시

하였다. <Table 6>은 차세대 SW교육 표준 모델-지식

영역의 ‘인공지능과 융합’ 대수준의 ‘인공지능’ 중수준

항목에 대한 수행기대 예시이다(수행기대 전문 <부록>

참조).

Content CVR Adequa
cy

Valueization -0.13
Organizationalization -0.04

Characterization -0.22

Level Co 
de Standards Practice and 

Attitude

Middle 
1

M1- 
AIC
-04

Understand about 
representation 
method of knowledge 
of AI

01. Analyzing problem
02. Designing 
algorithm

M1- 
AIC
-05

Explore basic 
principles and 
understand machine 
learning method 

01. Analyzing problem
02. Designing 
algorithm

Middle  
2

M2- 
AIC
-06

Understand various 
reasoning methods 
and Write basic 
algorithms  

01. Analyzing problem
02. Designing 
algorithm

M2- 
AIC
-07

Explore applying 
areas through 
understanding and 

01. Analyzing problem
02. Designing 
algorithm

<Table 6> Example of learning outcomes(A.I.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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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단계: 전문가 포럼 및 대국민 공청회

3.7.1. 전문가 포럼을 통한 SW교육 표준 모델 의

견 수렴

<Table 7>과 같이 2차에 걸친 전문가 포럼을 통해

정부, 기관, 학계, 민간 산업체 등의 주체별 전문가들의

심층 논의를 통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SW교육 표준

모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Type Content

Academic 
hearing

Launching SW education forum for cultivating 
next AI convergent informatics talent to 
academic discussion

Expert forum
Public hearing and expert forum for the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software (SW) 
education standard models

<Table 7> Academic hearing and expert forum

이러한 전문가 포럼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SW교

육 표준 모델에 대한 주요 전문가들은 나선형 교육과정

으로 내용을 점진적으로 심화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인공지능 영역을 새로운 대분

류로 나누어 독자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고 언급하였다. 또한, 향후 교육과정의 실현방안 및 실

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3.7.2. 대국민 공청회를 통한 SW교육 표준 모델 공표

주체별 전문가들의 심층 논의와 본 연구를 통해 도출

된 SW교육 표준 모델을 <Table 8>의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공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대국민 공청회에서는 SW교육 표준 모델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다음은 그 의견 중 주요 내

용이다.

첫째, 국제사회의 비전과 목표를 반영하여 한국형

SW교육 표준 모델에 포용성, 공정성,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고 지속가능한 미래달성을 위한 교육 비

전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업그레이드된 SW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원

을 추가적으로 양성해야 하며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

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며 교사와 학교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한다.

셋째, 새로운 SW교육을 위한 보다 많은 시수와 체계

적인 교육내용 체계가 반영된 교육과정 도입이 필요하다.

4. 차세대 SW교육 표준 모델의 적용 가능(필요) 시

수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된 SW교육 표준 모델의 교육과정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표준 모델 적용 가능(필

요) 시수를 분석하였다. 분석 기준으로는 2015 개정 교

육과정의 수업 시수를 기준으로 실제 수업이 가능한 시

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17차

시동안 5개 성취기준을 할당하여 1개 성취기준 당 약

3.5시간을 수업 시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34시간 동안 17개의 성취기준을 할당하여 1개 성취기준

당 2시간을 수업 시수로 활용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

우 85시간 동안 29개의 성취기준을 할당하여 1개 성취

기준 당 3시간의 수업 시수를 활용하고 있다. <Table

9>는 차세대 SW교육 표준 모델의 적용 가능(필요) 시

수를 분석한 결과(안)이다.

Level Co 
de Standards Practice and 

Attitude
comparing machine 
learning approaches 
(supervised, 
unsupervised, 
Reinforcement)

07. converging other 
academic areas

Middle 
3

M3- 
AIC
-08

Understand and 
explore of reasoning 
methods of AI 
connected with 
knowledge in various 
fields

01. Analyzing problem
02. Designing 
algorithm
07. converging other 
academic areas

M3- 
AIC
-09

Understand and 
explore the learning 
methods of machine 
learning connected 
with data and 
knowledge in various 
fields

01. Analyzing problem
02. Designing 
algorithm
07. converging other 
academic areas

Title Public hearing for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 model 
for next-generation software (SW) education

Con
tent

Public discussion through public hearing and 
presentation of standard models for K-12 SW 
education to foster next-generation SW talent

<Table 8> Public hearing of SW education standar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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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lementary, M: Middle, H: High)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차세대 SW교육의 방향에 관해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SW교육과 관련된 초‧중등 교육과정의 체계적

인 내용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

고등학교 같은 교과에서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내용

을 단계별로 구성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

보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정보’를 독립교과로 만들

고 중학교 정보 교과와 연계하며, 고등학교에서도 정보

교과군을 만들어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학교교육에서 적용되는 SW교육 내용면, 시수

면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현재 적용중인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SW교육에서는 한정된 시수로 인해 필수적이지

만 다루어지지 못한 내용들이 매우 많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준 모델에서는 초등학교 3단계(76개 수행기

대), 중학교 3단계(98개 수행기대), 고등학교 2단계(64개

수행기대)의 총 8단계로 이루어진 내용 체계 및 필요시

수를 제안하여 SW교육 내용면, 시수면의 현실화를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SW교육 관련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에

서 SW교육과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일반 선

택 ‘정보’ 과목 밖에 없어 타 교과에 비해 현저히 부족

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 실시 중인 공동 교육과정과 차

기 교육과정 적용 이후 실시될 고교학점제 등에서도 이

러한 필요를 더욱 요구하는 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차

세대 SW교육 모델을 바탕으로 SW교육 관련 선택과목

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후속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미래 인재 양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

한 SW교육의 확대 및 향후 교육과정에서 초‧중‧고의

일관성 있는 SW교육 적용 체계 마련에 관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rea Sub area

Sch
ool 
leve

l

2015 
curriculum

This standard 
model

Num
ber 
of 

learn
ing 

outc
omes

Hour
s

Num
ber 
of 

learn
ing 
outc
omes

Requir
ed

hours

Infor
matio

n 
cultu

re

Informati
on society

E 1 3 3 4
M 1 1 6 6
H 2 6 4 4

Informati
on ethics

E - - 14 14
M 2 2 10 10
H 4 4 5 5

Data 
and 
infor
matio

n

Data and 
data 

structure

E - - 6 6
M 3 6 9 12
H 4 8 6 12

Database
E - - 2 4
M - - 6 10
H - - 5 15

ICT & Web
E - - 8 24
M - - 6 24
H - - 4 16

Algor
ithms 
and 

progr
ammi

ng

Algorithm
s

E 1 3 11 13
M 4 6 13 26
H 5 15 9 20

Program
ming

E 3 11 14 30
M 5 12 15 30
H 10 34 8 24

Com
putin

g 
syste

m

HW & SW
E - - 3 5
M 1 1 5 7
H 1 2 2 10

Cyber 
security 

and 
network 

E - - 5 5
M - - 6 6

H 1 3 4 4

Physical 
computin

g

E - - 2 6
M 1 6 3 15
H 2 12 2 10

A.I. 
and 
conv
ergen

ce

Artificial 
Intelligen

ce

E - - 3 5
M - - 6 18
H - - 4 16

Big data
E - - 1 1
M - - 6 12
H - - 4 16

Robotics
E - - 4 4
M - - 7 14
H - - 6 12

Summation

E 5 17 76 121
M 17 34 98 190
H 29 84 63 164

Sum. 51 135 237 475

<Table 9> Example of need times of this standar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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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교육학사)

2005 경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교육석사)

2015 고려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이학박사)

2020~현재 호서대학교혁신융합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교양교육, SW교육, 컴

퓨팅 사고력, 인공지능 교육

E-Mail : soojin3587@gmail.com

전 용 주

2005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교육학학사)

2014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교육학석사)

2017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교육학박사)

2018～현재 안동대학교 컴퓨터교
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컴퓨터교과교육, 인공
지능교육, 컴퓨팅 사고력

E-Mail: yyongju@a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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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영 식

1996 춘천교육대학교

수학교육학과(교육학학사)

2001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교육학석사)

2004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교육학박사)

2004～현재 전주교육대학교 컴퓨
터교육과 교수

관심 분야: 컴퓨터교육, 이러닝,
SW교육, AI 교육

E-Mail: nurunso@jnue.kr

정 인 기

1988 고려대학교 전산과학과

(이학사)

1990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학과

전산학 전공 (이학석사)

1996 고려대학교대학원전산과학
과 전산학 전공 (이학박사)

1997～현재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컴퓨터과학교육, 프로
그래밍 교육, 컴퓨팅사고력

E-Mail: inkey@cnue.ac.kr

최 숙 영

1988 전북대학교전산학과(이학사)

1991 전북대학교 전산학과대학원

(이학석사)

1996 충남대학교 전산과학과(이

학박사)

2008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교육공학및 원격

교육(교육학박사)

1996년 3월～현재 우석대학교 정

보보안학과 교수

관심분야: 컴퓨터과학교육, AI 시

스템, 이러닝 시스템

E-Mail : sychoi@ws.ac.kr

최 정 원

2003 충북대학교 (이학사)

2012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교육학석사)

2015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교육학박사)

2005～현재 만월중학교 교사

관심분야: 컴퓨터교육, 정보영재

교육, AI교육

E-Mail: cjw0829@gmail.com

한 선 관

1991 경인교육대학교(교육학학

사)

1995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컴퓨터교육학석사)

2002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 박사)

2002∼현재 경인교육대학교 컴퓨

터교육과 교수

관심분야：창의컴퓨팅 교육, SW

교육, 인공지능,

인공지능교육, 지능형시스템,

STEAM교육, 정보교육

E-Mail: han@gi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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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차세대 소프트웨어(SW)교육 표준 모델 내용 체계 및 수행기대

[그림] 2019 소프트웨어(SW)교육 표준 프레임

대수준 중수준 초등 1단계 초등 2단계 초등 3단계 중 1단계 중 2단계 중 3단계 고 1단계 고 2단계

정보 

문화

정보사회 ∙디지털 공간
의 이해

∙디지털 공간
에서 만나는 이
웃

∙디지털 공간
과 아날로그 공
간

∙ 정 보 사 회 와 
미래(사회 변화 
특징)

∙정보사회에서 
진로와 직업

∙ 미 래 기 술 의 
이해

∙ 정 보 과 학 과 
진로

∙ 정 보 과 학 과 
미래

정보윤리

∙정보사회에서
의 올바른 예절
∙컴퓨팅 기기 
사용의 바른 자
세의 이해

∙사이버 폭력 
예방
∙올바른 인터
넷 생활

∙개인정보보호
의 중요성
∙저작권보호의 
필요성
∙인터넷 중독 
예방

∙ 개 인 정 보 의 
관리

∙ 저 작 권 보 호 
방법

∙개인정보보호
법의 이해
∙ 저 작 권 법 의 
이해

∙디지털 시민
성

∙미래 정보윤
리 이슈

<표> SW교육 표준 모델의 내용 체계 (지식 영역)



차세대 소프트웨어(SW)교육 표준 모델 개발   353

대수준 중수준 초등 1단계 초등 2단계 초등 3단계 중 1단계 중 2단계 중 3단계 고 1단계 고 2단계

자료와
정보

자료와 
자료구조

∙자료의 활용
∙문자 자료의 
이해
∙숫자 자료의 
이해

∙자료의 종류
∙사진 자료의 
이해
∙소리 자료의 
이해

∙자료와 정보
의 비교
∙동영상 자료
의 이해
∙ 애 니 메 이 션 
자료의 이해

∙자료의 디지
털화
∙숫자와 문자
의 표현
∙배열의 이해

∙ 이 진 코 드 의 
이해
∙소리와 이미
지의 표현
∙리스트의 이
해

∙동영상 자료
의 표현
∙스택과 큐의 
이해
∙ 선 형 구 조 의 
이해

∙효율적 표현
과 압축
∙트리와 그래
프의 이해
∙비선형구조의 
이해

∙자료 압축의 
실제
∙인코딩과 디
코딩
∙자료 구조의 
응용

데이터베
이스 - -

∙스프레드시트
의 이해
∙자료의 정렬
과 필터링

∙간단한 수식
과 계산의 활용
∙함수의 활용

∙DB의 이해
 -DB 개념과 
모델

∙관계형 DB의 
활용
 -DB 연산

∙관계형 DB의 
설계
 -개체-관계 다
이어그램

∙DB서버 구축 
및 관리

ICT와 웹
∙컴퓨팅 기기
의 기본 조작
∙기본 프로그
램의 실행

∙자료 검색
∙간단한 문서 
자료의 생성
∙파일과 폴더
의 관리

∙자료 검색의 
응용
∙ 멀 티 미 디 어 
자료의 생성과 
편집
∙프리젠테이션 
문서 제작

∙ 영 상 자 료 의 
생성과 편집
∙클라우드 문
서 작성 및 활
용

∙인포그래픽의 
이해
∙인포그래픽의 
제작

∙디지털 저작
물의 이해
∙정적 웹 페이
지의 제작

∙디지털 저작
물 창작 및 공
유
∙동적 웹페이
지의 제작

∙디지털 저작
물 재생산
∙오픈소스 기
반 웹페이지 제
작

알고리
즘과 

프로그
래밍

알고리즘

∙문제의 이해
∙문제 해결 사
례의 탐색
∙생활 속 문제
해결 과정
 -문제해결 순
서
∙제어 구조의 
이해 I
 -순차 구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의 
탐색
∙생활 속 문제
해결 과정 표현
 -알고리즘 표
현(글, 그림)
∙제어 구조의 
이해 II
 -반복 구조

∙문제의 분해
∙생활 속 문제
해결 과정 표현
 -알고리즘 표
현(순서도 I)
∙제어 구조의 
이해 III
 -선택 구조
 -제어 구조의 
활용

∙문제 해결 방
법의 탐색 및 
적용
∙ 알 고 리 즘 의 
정의와 표현
 -알고리즘 표
현(순서도 II)
∙제어 구조의 
이해 IV
 -중첩제어구조
 -다양한 알고
리즘 표현

∙문제해결에 필
요한 정보의 평
가 및 선택
∙문제 해결 방
법의 공통 요소 
추출
∙알고리즘의 모
듈화
 -함수/서브루
틴/프로시저
∙정렬 알고리즘
의 이해
 -버블/선택/삽
입 정렬 알고리
즘
 - 정렬 알고리
즘의 적용

∙문제 해결 방
법의 모듈화

∙탐색 알고리
즘의 이해
 -선형 탐색 알
고리즘
 -이진 탐색 알
고리즘
 -탐색 알고리
즘의 적용

∙문제 해결 방
법의 일반화
∙다양한 알고
리즘의 표현
 -재귀 호출
-그리디 알고리
즘
 -동적 프로그
래밍

∙문제 해결 모
델의 평가
∙모듈의 평가
∙ 알 고 리 즘 의 
효율성
 -시간복잡도
 -공간복잡도
∙알고리즘 분
석 및 평가
∙알고리즘 개
발

알고리
즘과 

프로그
래밍

프로그래
밍

∙프로그램 작
성
  (블록기반)
 -순차 구조의 
구현
∙디버깅
 -순차 구조 중
심 프로그램의 
오류 탐지 및 
수정

∙프로그램 작
성
  (블록기반)
 -변수
 -산술 연산
 -화면 입출력
 -이벤트
 -반복 구조의 
구현
∙디버깅
 -반복 구조 중
심 프로그램의 
오류 탐지 및 
수정

∙프로그램 작
성 
  (블록기반)
 -리스트
 -논리, 비교 
연산
 -함수
 -선택 구조의 
구현
 -제어 구조의 
활용
∙디버깅
 -선택 구조 중
심 프로그램의 
오류 탐지 및 
수정
∙다양한 프로
그램 구현

∙프로그램 개
념 (텍스트 기
반)
 -자료형
 -표준 입출력
∙프로그램 작
성 (텍스트 기
반)
 -제어 구조 활
용 (순차, 반복, 
선택, 중첩)
∙디버깅
 -텍스트 기반 
프 로 그 램 에 서 
구문 오류 탐지 
및 수정
∙다양한 프로
그램 구현

∙프로그램 개념 
(텍스트 기반)
-함수
 -배열과 리스
트 
∙프로그램 작성 
  -버블 정렬, 
선택 정렬, 삽입 
정렬의 구현
  -정렬 알고리
즘 적용 구현
∙디버깅
 -텍스트 기반 
프로그램에서 논
리 오류 탐지 
및 수정

∙프로그램 개
념 (텍스트 기
반)
- 파일입출력
 -사용자 정의 
함수
∙프로그램 작
성 
 -선형 탐색, 
이진 탐색의 구
현
 -탐색 알고리
즘 적용 구현

∙프로그램 작
성
 -재귀 함수의 
활용
-그리디 알고리
즘의 구현
 -동적 프로그
래밍의 구현

∙ 소 프 트 웨 어 
공학
 -프로그램 개
발 과정
 -프로그램 개
발 방법

∙효율적인 프
로그램
 -시공간 복잡
도를 고려한 효
율적인 프로그
램의 작성
∙ 소 프 트 웨 어 
공학
- 프로그램 테
스트
- 프로그램 개
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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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준 중수준 초등 1단계 초등 2단계 초등 3단계 중 1단계 중 2단계 중 3단계 고 1단계 고 2단계

컴퓨팅 
시스템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
어

∙생활 속 컴퓨
팅 기기의 종류

∙ 하 드 웨 어 와 
소 프 트 웨 어 의 
활용

∙컴퓨팅 기기
의 구성과 기능 
이해

∙컴퓨팅 기기 
간의 상호작용 
이해
∙ 운 영 체 제 의 
종류와 역할의 
이해

∙컴퓨팅 장치
의 인터페이스 
개선
∙ 운 영 체 제 의 
관리

∙컴퓨팅 기기
의 관리

∙운영체제 내
부 계층의 이해

∙ 운 영 체 제 의 
자원 및 작업관
리

사이버 
보안과 

네트워크
∙암호의 이해
와 사용

∙다양한 암호
의 설정과 정보 
보호
∙ 정 보 통 신 의 
이해

∙사이버 보안 
문제와 정보 보
호 인식
∙유무선 네트
워크의 설정

∙다양한 물리
적 보안 방식의 
이해와 적용
∙정보통신기기 
전달과정의 이
해

∙다양한 암호
화 방법의 이해
∙ 네 트 워 크 의 
구성 요소 이해

∙악성코드 및 
외부공격에 의
한 영향 이해
∙패킷을 이용
한 데이터 전송
의 이해

∙다양한 상황
에서의 보안 조
치의 평가
∙네트워크 프
로토콜의 역할 
이해
∙네트워크 구
성 요소간의 관
계 이해

∙네트워크 보
안의 이해와 수
준 설정
∙ 네 트 워 크 의 
확장성 및 안전
성 평가

피지컬 
컴퓨팅 - 센서의 종류와 

활용
∙입력 센서값
의 이해와 처리

∙피지컬 컴퓨
팅 제어 프로그
래밍 I
 - 기 본 센 서 의 
활용

∙피지컬 컴퓨
팅 제어 프로그
래밍 II
 - 확 장 센 서 의 
활용

∙피지컬 컴퓨
팅 제어 프로그
래밍 III
 -융합문제 해
결

∙센서회로 구
성과 제어 프로
그래밍

∙피지컬컴퓨팅
의 실생활 응용 
및 개발

인공
지능과 
융합

데이터
과학 - - ∙ 빅 데 이 터 의 

이해

∙ 빅 데 이 터 의 
적용
∙올바른 빅데
이터 사용

∙데이터 수집 
및 가공I(제공 
데이터)
∙제공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데이터 수집 
및 가공II(웹 데
이터)
∙웹 데이터 처
리 및 분석

∙ 다양한 데이
터 수집 및 가
공 방법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사회문제 데
이터 수집 및 
가공
∙사회문제 데
이터 분석 및 
시각화

인공지능 -
∙ 인 공 지 능 의 
활용 사례(음성
인식 등)

∙ 인 공 지 능 의 
개념 이해
∙ 인 공 지 능 의 
활용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지
식표현의 이해 
(if then, tree)
∙ 머 신 러 닝 의 
학습 방법 이해

∙인공지능 추
론 방법이해
∙머신러닝 접
근 방법 이해
(지도, 비지도, 
강화 등)

∙여러 분야의 
지식추론
∙여러 분야의 
인공지능 학습
(도메인)

∙ 머 신 러 닝 의 
개념과 알고리
즘
∙ 머 신 러 닝 의 
데이터분석 방
법(확률, 통계)

∙인공신경망의 
개념 및 프로그
램 작성
∙ 인 공 신 경 망 
실생활문제 적
용

로보틱스 -

∙생활 속 로봇
의 종류 이해
∙로봇의 영향 
탐색
∙올바른 로봇
의 사용

∙로봇의 기본 
구조 이해

∙완성형 로봇
의 체험
∙ 완성형 로봇
의 제어
∙완성형 로봇
의 활용

∙ 기 초 로 봇 의 
구성 
∙ 기 초 로 봇 의 
제어의 이해 및 
적용

∙로봇의 제작
(필요한)
∙로봇 제어 프
로그래밍I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로
봇 분석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로
봇 설계 및 구
성
∙로봇을 활용
한 실생활 문제
해결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로
봇 설계 및 제
작
∙로봇 제어 프
로그래밍 최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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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영역. 정보 문화 (ICL: Information Culture Literacy) 

영역 해설
정보문화 영역은 컴퓨팅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고, 컴퓨팅 기술의 올바른 사용과 함께 포용적
컴퓨팅 기술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한다. 또한, 컴퓨팅 기술로 인해 변화되는 진로와 직
업 세계를 탐구한다.

하위
영역
해설

하위 영역 해 설

정보사회
컴퓨팅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포용적 컴퓨팅 기술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설계하기 위해 요구되는 윤리적 소양을 다룬다. 컴퓨팅 기술로 인해 직업 세계 변화에 따른 진로를 탐색하는 내
용을 다룬다.

정보윤리
사이버 공간(인터넷)에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지켜야 하는 네티켓과 바르게 참여하는 것의 가치와 바르게 참
여하는 방법과 실천을 통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한다.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을 다루며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영향력을 이해한다.

하위영역 1. 정보사회

단계

수행기대
코드

(단계-영역-
순서)

수행기대 실천 및 태도

초등학교
1단계

초1-ICL-01 디지털 공간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09. 정보문화 확산에 참여하기

초등학교
2단계

초2-ICL-02 디지털 공간에서 여러 사람과 올바르게 의사소통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09. 정보문화 확산에 참여하기

초등학교
3단계

초3-ICL-03
아날로그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비교한
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09. 정보문화 확산에 참여하기
10.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중학교 1단계
중1-ICL-04

정보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과거, 현재, 미래 모습을 비교
한다.

09. 정보문화 확산에 참여하기
10.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11. 미래사회 예측하기

중1-ICL-05
사회를 변화시킨 컴퓨팅 기술을 이해하고 사회적 영향을
분석한다.

09. 정보문화 확산에 참여하기
11. 미래사회 예측하기

중학교 2단계
중2-ICL-06 컴퓨팅 기술로 인해 변화되는 다양한 직업을 조사한다. 09. 정보문화 확산에 참여하기

11. 미래사회 예측하기

중2-ICL-07 컴퓨팅 기술과 관련된 진로 활동을 체험한다. 09. 정보문화 확산 참여하기
11. 미래사회 예측하기

중학교 3단계
중3-ICL-08 미래 컴퓨팅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사회 모습을 예측한다. 09. 정보문화 확산에 참여하기

11. 미래사회 예측하기

중3-ICL-09
미래 컴퓨팅 기술이 개인, 사회,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
적 영향력을 평가한다.

09. 정보문화 확산 참여하기
11. 미래사회 예측하기

고등학교
1단계

고1-ICL-10 정보과학의 여러 영역과 발전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09. 정보문화 확산 참여하기
11. 미래사회 예측하기

고1-ICL-11 정보과학의 여러 영역과 진로 연계를 탐색한다. 09. 정보문화 확산 참여하기
11. 미래사회 예측하기

고등학교
2단계

고2-ICL-12
정보과학의 발전 방향과 미래 사회 모습을 조사하고 분석
한다.

07. 다른 학문과 융합하기
09. 정보문화 확산 참여하기
11. 미래사회 예측하기

고2-ICL-13
인공지능의 발전을 조사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토론한
다.

07. 다른 학문과 융합하기
09. 정보문화 확산 참여하기
11. 미래사회 예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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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2. 정보윤리

단계

수행기대
코드

(단계-영역-
순서)

수행기대 실천 및 태도

초등학교
1단계

초1-ICL-14 사이버 공간의 특징을 이해한다.
09. 정보문화 확산 참여하기

초1-ICL-15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네티켓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초1-ICL-16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기본 네티켓의 종류와 내용을 이해
한다. 09. 정보문화 확산 참여하기

초1-ICL-17 개인정보를 이해하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초등학교
2단계

초2-ICL-18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장단점을 설명한다. 09. 정보문화 확산 참여하기

초2-ICL-19 저작물의 의미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09. 정보문화 확산 참여하기

초등학교
3단계

초3-ICL-20 사이버 공간에 바르게 참여하는 것의 소중함(가치)을 이해한다. 09. 정보문화 확산 참여하기
10.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초3-ICL-21 악성 댓글의 위험성을 이해한다.

초3-ICL-22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보호하는 것의 관계를 설명한다.

10. 윤리적 판단하기초3-ICL-23 사이버 공간에 바르게 참여하는 방법을 실천한다.

초3-ICL-24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의미를 담은 선한
댓글을 단다.

초3-ICL-25 지식재산권을 이해하고 저작물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공유한다.
09. 정보문화 확산 참여하기
10.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초3-ICL-26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초3-ICL-27 인터넷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공유한다.

중학교 1단계

중1-ICL-28 네티켓의 핵심원칙을 이해한다.

09. 정보문화 확산 참여하기
10.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중1-ICL-29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논의한
다.

중1-ICL-30 악성 댓글의 위험성을 이해한다.

중1-ICL-31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논
의한다. 09. 정보문화 확산 참여하기

10.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중1-ICL-32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의미를 담은 선한
댓글을 단다.

중학교 2단계

중2-ICL-33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경제적 관계를 이해하고 영향력을 설
명한다.

09. 정보문화 확산 참여하기
10.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중2-ICL-34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저작권) 문제를 이해하고 올
바르게 사용한다.

09. 정보문화 확산 참여하기
10.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중학교 3단계

중3-ICL-35 빅데이터 수집/가공/활용과 관련된 개인정보 문제를 설명한다.
09. 정보문화 확산 참여하기
10.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중3-ICL-36
저작권법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유익한/유해한 영향력을 설명
한다. 09. 정보문화 확산 참여하기

10.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중3-ICL-37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한다.

고등학교
1단계

고1-ICL-38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이해한다. 09. 정보문화 확산 참여하기
10.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고1-ICL-39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한다.

고등학교
2단계

고2-ICL-40
법과 윤리가 소프트웨어 사용 및 개발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
한다.

09. 정보문화 확산 참여하기
10.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고2-ICL-41 지식재산권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한다.

고2-ICL-42
디지털 정보의 활용/생산/공유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민으로서
의 소양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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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영역. 자료와 정보 (DI: Data and Information)

하위영역 1. 자료와 자료구조

영역 해설
디지털 자료와 정보는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 처리한다. 본 영역에서는 정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효율
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료를 구조화하고 표현한다. 자료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대
량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컴퓨팅 기기를 활용하여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표현한다.

하위
영역
해설

하위 영역 해 설

자료와
자료구조

이산수학과 자료구조 분야의 내용을 기반으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
는 데 필요한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하여 저장하고, 분석하고, 구조화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데이터베이
스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기본적인 활용 원리를 이해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연산과 관리 방법을 이해하고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한다.

ICT와 웹
컴퓨팅 기기를 이해하고 정보통신기술 소양과 활용능력을 기른다. 또한, 컴퓨팅으로 다양한 디지털 저작물을 협
력하여 제작한다.
인터넷에서 활용되는 웹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리한다.

단계

수행기대
코드

(단계-영역-
순서)

수행기대 실천 및 태도

초등학교
1단계

초1-DI-01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자료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초1-DI-02 문자 자료와 숫자 자료의 활용 사례를 제시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초등학교
2단계

초2-DI-03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종류를 설명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초2-DI-04 사진 자료와 소리 자료를 이해하고, 그 특징을 설명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초등학교
3단계

초3-DI-05 자료와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특징을 비교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초3-DI-06
동영상 자료와 애니메이션 자료를 이해하고, 그 특징을 비교
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중학교 1단계
중1-DI-07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자료를 이진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중1-DI-08 숫자와 문자를 코드표를 활용하여 이진수로 표현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중1-DI-09 배열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자료를 배열로 표현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중학교 2단계

중2-DI-10 이진코드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이진코드를 비교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중2-DI-11 소리와 이미지를 디지털 형태의 이진코드로 표현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중2-DI-12
리스트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배열과의 차이를 비교한
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중학교 3단계

중3-DI-13 동영상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하는 원리를 이해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중3-DI-14 스택과 큐의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중3-DI-15
배열, 리스트, 스택, 규 등의 선형 구조의 특징을 비교하고 적
절하게 활용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고등학교
1단계

고1-DI-16 압축의 필요성과 원리를 이해하고 압축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고1-DI-17
트리와 그래프 구조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것을 활용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고1-DI-18
선형구조와 비선형구조의 특징을 비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하게 활용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고등학교
2단계

고2-DI-19 자료 압축의 규격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압축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고2-DI-20
인코딩과 디코딩의 의미를 이해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활용
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고2-DI-2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구조를 활용하기 위한 방
법을 이해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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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2. 데이터베이스

단계

수행기대
코드

(단계-영역-
순서)

수행기대 실천 및 태도

초등학교
3단계

초3-DI-22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문서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입력한
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초3-DI-23 정렬 및 필터링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한다.

중학교 1단계
중1-DI-24 스프레드시트에서 수식을 활용하여 값을 계산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중1-DI-25 스프레드시트에서 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중학교 2단계
중2-DI-26

정보관리의 필요성과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특성 및 필요
성을 이해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중2-DI-27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해하고 구성요소를 이해한다.

중학교 3단계
중3-DI-28

데이터 모델의 개념을 이해하고 개체-관계 모델을 이해한
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중3-DI-29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자료의 특성에
따라 표현한다.

고등학교
1단계

고1-DI-30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고1-DI-31 개체-관계 다이어그램을 릴레이션으로 표현한다.

고1-DI-32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응용 프로그램(트랜잭션)을 설계하
고, 기본적인 연산을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고등학교
2단계

고2-DI-32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고급 연산을 수행하여 생
성, 삽입, 삭제, 수정, 검색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고2-DI-33

간단한 웹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하위영역 3. ICT와 웹 

단계

수행기대
코드

(단계-영역-
순서)

수행기대 실천 및 태도

초등학교
1단계

초1-DI-34 컴퓨팅 기기를 켜거나 끄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초1-DI-35 간단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조작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초등학교
2단계

초2-DI-36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하는 자료를 검색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초2-DI-37 워드프로세서를 활용하여 간단한 문서를 생성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초2-DI-38
원하는 위치에 폴더를 생성하고 파일을 관리(저장, 복사, 삭
제)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초등학교
3단계

초3-DI-39
인터넷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복잡한 조건의 자료를 검색한
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초3-DI-40 이미지 편집 도구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편집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06.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초3-DI-41
프레젠테이션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협력적으로 발
표 자료를 제작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중학교 1단계
중1-DI-42

동영상 자료를 생성하고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편집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중1-DI-43
클라우드 환경에서 공용 문서를 생성하고 협력적으로 작성한
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06.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중학교 2단계
중2-DI-44

자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인포그래픽의 의미를 이해
하고 평가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06.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중2-DI-45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협력적으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중학교 3단계

중3-DI-46 디지털 저작물의 의미와 다양한 종류를 이해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중3-DI-47 HTML5와 CSS3를 활용하여 정적인 웹 페이지를 제작한다.
03. 프로그램 구현하기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06.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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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영역.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ALP: Algorithm and Programming)

영역 해설

알고리즘 영역은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과 절차를 표현하는 것을 다룬다. 프로그래밍은 알고리즘을 프
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여 자동화하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팅 시스템을 제어하며, 컴퓨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다룬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정보를 선택하고 처리 및 저장하는 방법과 문제를 분해하는 방법을 익힌
다. 또한, 기존의 해결책을 재결합하고 다른 해결책들을 비교, 분석한다.

하위
영역
해설

하위 영역 해 설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로써 다양한 제어구조를 이용하여 설계하고,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분석한다.
알고리즘은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작은 문제로 나누는 과정
을 다룬다.
정렬과 탐색 알고리즘 및 재귀호출과 같은 다양한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을 배운다. 알고리즘의 개발, 조합, 분해
뿐만 아니라 여러 알고리즘의 평가방법을 비교, 분석한다.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은 설계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구현하는 과정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
는 다양한 용어 및 개념을 이해한다. 프로그래밍의 제어 구조를 사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한다.
프로그램을 디버깅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다룬다.
또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협력을 통해 구현하는 과정을 다룬다.

하위영역 1. 알고리즘

고등학교
1단계

고1-DI-48 다양한 디지털 저작물을 창작하고 공유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06.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고1-DI-49
Javascript를 활용하여 동적인 웹페이지를 협력적으로 제작한
다.

03. 프로그램 구현하기
04. 컴퓨팅 과정에서 협력하기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06.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08. 끈기있게 도전하기

고등학교
2단계

고2-DI-50
기존의 디지털 저작물의 일부를 자신의 작업으로 수정하거나
고급 기능을 추가하여 재생산한다.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08. 끈기있게 도전하기

고2-DI-51
오픈소스 기반의 환경에서 DBMS와 연계한 웹페이지를 협력
적으로 제작한다.

04. 컴퓨팅 과정에서 협력하기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06.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08. 끈기있게 도전하기

단계

수행기대
코드

(단계-영역-
순서)

수행기대 실천 및 태도

초등학교
1단계

초1-ALP-01 주어진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한다. 01. 문제분석하기

초1-ALP-02 주어진 문제와 유사한 문제의 해결 사례를 탐색한다. 01. 문제분석하기

초1-ALP-03 생활 속 문제 해결 방법을 순서를 이해한다.
01. 문제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초1-ALP-04 순차 구조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순서대로 표현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초등학교
2단계

초2-ALP-05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탐색한다. 01. 문제분석하기

초2-ALP-06 생활 속 문제의 해결 방법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한다.
01. 문제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초2-ALP-07 반복 구조를 사용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표현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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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단계

초3-ALP-08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분해하여 표현한다.
01. 문제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초3-ALP-09
문제 해결 방법을 기본 순서도 기호(예, 단말, 처리, 입출력, 판
단 등)만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초3-ALP-10 선택 구조를 사용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표현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초3-ALP-11
순차, 반복, 선택 구조를 혼합 사용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표현
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4. 컴퓨팅과제에서 협력하기
05.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중학교 1단계

중1-ALP-12
주어진 문제와 유사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탐색하고 자신의 문
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01. 문제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중1-ALP-13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순서도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중1-ALP-14 중첩된 제어 구조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표현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중1-ALP-15
다양한 알고리즘의 구조를 사용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표현한
다.

01. 문제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4. 컴퓨팅과제에서 협력하기
05.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중학교 2단계

중2-ALP-16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평가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택한다.

01. 문제분석하기

중2-ALP-17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공통된 요소들을 추출한다.
01. 문제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중2-ALP-18 알고리즘을 분해하여 모듈화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중2-ALP-19
버블, 선택, 삽입 등의 정렬 알고리즘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중2-ALP-20
정렬 알고리즘이 필요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알고리즘으로
표현한다.

01. 문제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4. 컴퓨팅과제에서 협력하기
05.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중학교 3단계

중3-ALP-21 분해한 알고리즘을 모듈화하여 함수 등으로 표현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중3-ALP-22
선형 탐색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탐색 문제를 해
결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중3-ALP-23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탐색 문제를 해
결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중3-ALP-24
탐색 알고리즘이 필요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알고리즘으로
표현한다.

01. 문제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4. 컴퓨팅과제에서 협력하기
05.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고등학교
1단계

고1-ALP-25 개발한 문제 해결 방법을 일반화하여 유사한 문제를 해결한다.
01. 문제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고1-ALP-26 재귀 호출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한다.

01. 문제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4. 컴퓨팅과제에서 협력하기
05.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고1-ALP-27
그리디 알고리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
결한다.

01. 문제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4. 컴퓨팅과제에서 협력하기
05.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고1-ALP-28
동적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
결한다.

01. 문제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4. 컴퓨팅과제에서 협력하기
05.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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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2. 프로그래밍

고등학교
2단계

고2-ALP-29 문제 해결 방법을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01. 문제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고2-ALP-30 모듈을 응집 정도, 독립 정도 등에 따라 평가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고2-ALP-31
알고리즘을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한 척도인 시간 및 공간복잡도
의 개념에 대하여 이해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고2-ALP-32 시간 및 공간 복잡도에 따라 알고리즘을 분석 및 평가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고2-ALP-33
주어진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한
다.

01. 문제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4. 컴퓨팅과제에서 협력하기
05.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단계

수행기대
코드

(단계-영역-
순서)

수행기대 실천 및 태도

초등학교
1단계

초1-ALP-34
간단한 문제 해결을 위해 블록 기반의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
여 순차 구조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초1-ALP-35 순차 구조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초등학교
2단계

초2-ALP-36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도구에서 변수를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초2-ALP-37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도구에서 산술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초2-ALP-38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여 입력과 출력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초2-ALP-39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여 이벤트를 활용한 프로그램
을 작성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초2-ALP-40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 기반의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
용하여 순차 반복 구조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04. 컴퓨팅과제에서 협력하기
05.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08. 끈기있게 도전하기

초2-ALP-41
순차 및 반복 구조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
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초등학교
3단계

초3-ALP-42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도구에서 리스트를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하
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초3-ALP-43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도구에서 비교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프
로그램을 작성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초3-ALP-44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도구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모듈화하여 함수
형태의 블록을 만들고 이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초3-ALP-45
블록 기반의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차, 반복, 선택 구조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04. 컴퓨팅과제에서 협력하기

초3-ALP-46
블록 기반의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창의적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04. 컴퓨팅과제에서 협력하기
05.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08. 끈기있게 도전하기

초3-ALP-47
순차, 반복, 선택 구조를 사용한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이
를 수정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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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단계

중1-ALP-48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자료형의 개념과 선언하는 방법
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프로그램에서 사용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중1-ALP-49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표준입출력에 대하여 이해하고
입력과 출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중1-ALP-50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차, 반복, 선택 구조와 이를 중첩
해서 사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04. 컴퓨팅과제에서 협력하기
05.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중1-ALP-51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문제 상황에
서 창의적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04. 컴퓨팅과제에서 협력하기
05.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08. 끈기있게 도전하기

중1-ALP-52 텍스트 기반 프로그램에서 구문 오류를 식별하고 수정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중학교
2단계

중2-ALP-53
함수의 개념에 대하여 이해하고 내장된 함수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중2-ALP-54
배열 혹은 리스트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중2-ALP-55
정렬의 개념과 버블, 선택 및 삽입 정렬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각
방법으로 정렬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중2-ALP-56
정렬 알고리즘이 필요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
그램을 구현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04. 컴퓨팅과제에서 협력하기
05.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08. 끈기있게 도전하기

중2-ALP-57
텍스트 기반 프로그램에서의 논리 오류를 식별 및 수정하여 의도
한 대로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중학교
3단계

중3-ALP-58 파일입출력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중3-ALP-59
함수를 만들고 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중3-ALP-60
탐색의 개념과 선형 및 이진 탐색 알고리즘에 대하여 이해하고 각
방법으로 탐색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중3-ALP-61
탐색 알고리즘이 필요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
그램을 구현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04. 컴퓨팅과제에서 협력하기
05.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08. 끈기있게 도전하기

중3-ALP-62 알고리즘을 구현한 프로그램이 의도한 대로 실행되는지 검토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고등학교
1단계

고1-ALP-63
재귀 함수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고1-ALP-64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고1-ALP-65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고 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고1-ALP-66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이해하고 이 과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
발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04. 컴퓨팅과제에서 협력하기
08. 끈기있게 도전하기

고1-ALP-67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바탕
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04. 컴퓨팅과제에서 협력하기
05.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07. 다른 학문과 융합하기
08. 끈기있게 도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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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영역. 컴퓨팅 시스템 (CSS: Computing Systems)

영역 해설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과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사이버 상의 보안의 중요성과 네트워크의 정보전달 원리를 이해하
며 창의적 컴퓨팅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한다.

하위
영역
해설

하위 영역 해 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스템 내에서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이해한다.

사이버
보안과
네트워크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과 관련 암호화 기술을 이해하며 네트워크의 구성과 데이터 전송
과정을 이해한다.

피지컬
컴퓨팅

실생활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센서를 통한 자료의 입출력과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하도록 한
다.

하위영역 1.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2단계

고2-ALP-68 시간 및 공간 복잡도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고2-ALP-69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
램을 테스트한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고2-ALP-70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
다.

03.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04. 컴퓨팅과제에서 협력하기
05.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07. 다른 학문과 융합하기
08. 끈기있게 도전하기

단계

수행기대
코드

(단계-영역-
순서)

수행기대 실천 및 태도

초등학교
1단계

초1-CSS-01 생활 속 컴퓨팅 기기의 역할과 종류를 이해한다. 01. 문제분석하기

초등학교
2단계

초2-CSS-02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다. 01. 문제분석하기

초등학교
3단계

초3-CSS-03
컴퓨팅 기기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01. 문제분석하기

중학교 1단계
중1-CSS-04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상호작용하여 작업을 수행
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01. 문제분석하기

중1-CSS-05 운영체제의 역할과 종류를 이해한다. 01. 문제분석하기

중학교 2단계

중2-CSS-06
컴퓨터 사용에 있어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이해하고 현재 사용
되고 있는 인터페이스의 개선 방법을 제안한다.

01. 문제분석하기
04. 컴퓨팅과정에서 협력하기

중2-CSS-07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활
용한다.

01. 문제분석하기

중학교 3단계 중3-CSS-08
컴퓨터를 상황에 맞게 관리하고, 장애 발생 시 해결방법을 제
안한다.

01. 문제분석하기
04. 컴퓨팅과정에서 협력하기

고등학교
1단계

고1-CSS-09
CPU와 GPU를 이해하고 운영체제 기능을 사용하여 서버를 구
축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01. 문제분석하기

고등학교
2단계

고2-CSS-10 운영체제를 통해 서버를 유지,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01. 문제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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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2. 사이버 보안과 네트워크

하위영역 3. 피지컬 컴퓨팅

단계
수행기대 코드
(단계-영역-순

서)
수행기대 실천 및 태도

초등학교
1단계

초1-CSS-11 암호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한다. 01. 문제분석하기

초등학교
2단계

초2-CSS-12 컴퓨팅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암호를 설정한다.
01. 문제분석하기
10.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초2-CSS-13 정보통신의 개념을 이해한다. 01. 문제분석하기

초등학교
3단계

초3-CSS-14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01. 문제분석하기
10.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초3-CSS-15 인터넷 사용을 위한 유무선 네트워크 설정 방법을 이해한다. 01. 문제분석하기

중학교 1단계
중1-CSS-16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 방법을 이해한다.

01. 문제분석하기
10.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중1-CSS-17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패킷의 형태로 전송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01. 문제분석하기

중학교 2단계
중2-CSS-18 정보 전송을 위한 다양한 암호화 방법을 이해한다. 01. 문제분석하기
중2-CSS-19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와 역할을 이해한다. 01. 문제분석하기

중학교 3단계
중3-CSS-20

악성코드와 외부공격에 의한 다양한 영향을 이해하고 적절한
보안 조치를 제시한다.

01. 문제분석하기
10.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중3-CSS-21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의 종류와 역
할을 이해한다.

01. 문제분석하기

고등학교
1단계

고1-CSS-22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보안 조치들을 평가하고 비교한다.
01. 문제분석하기
10.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고1-CSS-23 네트워크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01. 문제분석하기

고등학교
2단계

고2-CSS-24
네트워크 보안의 필요성과 적절한 보안 수준 설정 방법을 이
해한다.

01. 문제분석하기

고2-CSS-25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안정성을 평가한다.
01. 문제분석하기
04. 컴퓨팅과정에서 협력하기

단계
수행기대 코드
(단계-영역-순

서)
수행기대 실천 및 태도

초등학교
2단계

초2-CSS-26
피지컬 장치의 개념과 실생활에 활용되는 예를 살
펴본다.

01. 문제분석하기

초등학교
3단계

초3-CSS-27
센서의 개념을 이해하고 센서 값에 따라 처리하여
결과를 출력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3. 프로그램 구현하기

중학교 1단계 중1-CSS-28
프로그래밍을 통해 기본 센서와 기본 액추에이터
를 사용하여 피지컬 장치의 동작을 제어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3. 프로그램 구현하기
04. 컴퓨팅과정에서 협력하기

중학교 2단계 중2-CSS-29
프로그래밍을 통해 확장 센서와 확장 액추에이터
를 사용하여 피지컬 장치의 동작을 제어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3. 프로그램 구현하기
04. 컴퓨팅과정에서 협력하기

중학교 3단계 중3-CSS-30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활용한 피지컬 장치를 제작
하여 다양한 융합문제를 해결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3. 프로그램 구현하기
04. 컴퓨팅과정에서 협력하기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06.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07. 다른 학문과 융합하기
08. 끈기있게 도전하기

고등학교
1단계

고1-CSS-31
센서 회로의 구성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제어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3. 프로그램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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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영역. 인공지능과 융합 (AIC: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nvergence )

영역 해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보틱스의 정의와 특징을 이해하고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한다.
실생활, 다양한 학문 분야, 사회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보틱스가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탐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하위
영역
해설

하위 영역 해 설

데이터과학
문제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미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일상생활, 다양한 학문 분야, 사회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빅데이터의 가치를 탐색한다.
빅데이터 기술을 찾아 분석하여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시각화하는 내용을 다룬다.

인공지능

윤리의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문제해결에 필요한 간단한 인공지능을 구
현하는 내용을 다룬다.
인공지능이 적용된 기술을 찾아 분석함으로써 인공지능 구현 방법을 이해하며, 인공지능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로보틱스
문제해결에 필요한 로봇을 구성 및 제어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일상생활, 다양한 학문 분야, 사회에서 로보틱스가 활용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로보틱스의 가치를 탐색한다.
로보틱스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하위영역 1. 데이터과학

04. 컴퓨팅과정에서 협력하기

고등학교
2단계

고2-CSS-32
다양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피지컬 컴
퓨팅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3. 프로그램 구현하기
04. 컴퓨팅과정에서 협력하기
05. 컴퓨팅에 대한 의사소통하기
06.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07. 다른 학문과 융합하기
08. 끈기있게 도전하기

단계

수행기대
코드

(단계-영역-
순서)

수행기대 실천 및 태도

초등학교
3단계

초3-AIC-14
일상생활에서 빅데이터가 적용된 사례를 탐색하고 빅데이터의
개념을 설명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11. 미래사회 예측하기

중학교 1단계
중1-AIC-15

일상생활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중1-AIC-16
윤리의식을 갖추어 빅데이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실천
한다.

10.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중학교 2단계

중2-AIC-17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시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적합한
형태로 가공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07. 다른 학문과 융합하기

중2-AIC-18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공한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처리
하여 분석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06.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하기
07. 다른 학문과 융합하기

중학교 3단계

중3-AIC-19
온라인에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07. 다른 학문과 융합하기

중3-AIC-20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공한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처리하여 분
석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3. 프로그램 구현하기
08. 끈기있게 도전하기
11. 미래 사회를 예측하기

고등학교
1단계

고1-AIC-21
문제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 및 가공한
다.

01. 문제 분석하기
07. 다른 학문과 융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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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2. 인공지능

고1-AIC-22
가공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표, 그래프 등의 형태로 시각화한
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3. 프로그램 구현하기
08. 끈기있게 도전하기
11. 미래 사회를 예측하기

고등학교
2단계

고2-AIC-23
다양한 학문 분야 및 사회의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07. 다른 학문과 융합하기

고2-AIC-24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시각화한
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3. 프로그램 구현하기
08. 끈기있게 도전하기
11. 미래 사회를 예측하기

단계

수행기대
코드

(단계-영역-
순서)

수행기대 실천 및 태도

초등학교
2단계

초2-AIC-01
일상생활과 사회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다양한 사례를 알아
본다.

01. 문제 분석하기
11. 미래사회 예측하기

초등학교
3단계

초3-AIC-02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개념 및 가
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11. 미래사회 예측하기

초3-AIC-03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간단한 인공지능을 체험하고, 활용
가능성을 이해한다.

11. 미래사회 예측하기

중학교 1단계
중1-AIC-04 인공지능의 지식 표현 방법을 이해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중1-AIC-05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을 이해하고, 기본원리를 탐색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중학교 2단계

중2-AIC-06
다양한 추론 방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초 알고리즘을 작성한
다.

01. 문제 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중2-AIC-07
머신러닝의 접근 방법(지도, 비지도, 강화 등)을 이해하고, 비교
하여 적용분야를 탐색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7. 다른 학문과 융합하기

중학교 3단계

중3-AIC-08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연결된 인공지능의 추론 방법을 이해하
고, 탐색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7. 다른 학문과 융합하기

중3-AIC-09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및 지식과 연결된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
을 이해하고, 탐색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7. 다른 학문과 융합하기

고등학교
1단계

고1-AIC-10 머신러닝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기초 알고리즘을 작성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고1-AIC-11 머신러닝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이해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고등학교
2단계

고2-AIC-12 인공신경망의 개념을 이해하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3. 프로그램 구현하기
04. 컴퓨팅과정에서 협력하기
07. 다른 학문과 융합하기
08. 끈기있게 도전하기

고2-AIC-13
간단한 인공신경망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실생활 문제해결에 적
용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3. 프로그램 구현하기
04. 컴퓨팅과정에서 협력하기
07. 다른 학문과 융합하기
08. 끈기있게 도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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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3. 로보틱스

단계

수행기대
코드

(단계-영역-
순서)

수행기대 실천 및 태도

초등학교
2단계

초2-AIC-25
일상생활에서 로봇 활용 사례를 탐색하고 로봇의 역할을 설명한
다.

01. 문제 분석하기

초2-AIC-26 로봇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11. 미래사회를 예측하기

초2-AIC-27 윤리의식을 갖추어 로봇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실천한다. 10.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초등학교
3단계

초3-AIC-28
다양한 로봇을 탐색하고 용도에 따른 로봇의 기본 구조를 알아
본다.

01. 문제 분석하기
07. 다른 학문과 융합하기

중학교 1단계

중1-AIC-29 완성형 로봇의 작동 원리를 분석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07. 다른 학문과 융합하기

중1-AIC-30 완성형 로봇의 기본적인 제어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3. 프로그램 구현하기

중1-AIC-31 완성형 로봇을 문제해결에 활용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3. 프로그램 구현하기
08. 끈기있게 도전하기

중학교 2단계

중2-AIC-32 활용 목적에 맞는 로봇을 구성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중2-AIC-33 구성한 로봇을 제어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3. 프로그램 구현하기

중학교 3단계

중3-AIC-34 문제해결에 필요한 로봇을 제작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중3-AIC-35
제작한 로봇을 제어하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문제
를 해결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3. 프로그램 구현하기
08. 끈기있게 도전하기

고등학교
1단계

고1-AIC-36 여러 학문 분야 문제해결에 필요한 로봇의 특징을 분석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고1-AIC-37
여러 학문 분야 문제해결에 필요한 로봇의 구조와 기초 동작을
설계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고1-AIC-38 문제해결에 필요한 로봇을 구성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03. 프로그램 구현하기

고1-AIC-39 로봇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학문 분야 문제를 해결한다.
03. 프로그램 구현하기
08. 끈기있게 도전하기

고등학교
2단계

고2-AIC-40
여러 학문 분야 또는 사회의 문제를 분석하여 필요한 로봇을 설
계 및 제작한다.

01. 문제 분석하기

고2-AIC-41
로봇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한 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형
태로 정교화한다.

02. 알고리즘 설계하기
03. 프로그램 구현하기
08. 끈기있게 도전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