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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정보과 교사 역량 개선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과 

련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제구조화 방안과 함께 개선된 재구조화 방안에 따른 직교사의 교육 요구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 인 교원 연수 방안을 제안하 다. 한 정보과 련 표시과목 재구조화 방안

에 따른 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 본 논문은 2016 KICE 이슈페이퍼(연구자료 ORM 2016-10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정보과 교사 역량 

개선 연구-표시과목 재구조화  개선」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제시하 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 트웨어 교육이 강조됨

에 따라, 학교 ‘정보’ 교과가 필수화되었으며, 고등학

교 ‘정보’ 한 일반선택 과목으로 편제되었다[1]. 내용 

체계  성취 수  한 정보 교과의 역량 심으로 

개정됨으로 인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  시행을 

해서는 정보과 교사 역량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

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 교과가 보통교

과로서 필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과와 련한 

등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인 ‘정보‧컴퓨터’는 문

교과 교사자격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2], 교사자격증 

취득을 해 이수해야하는 기본이수과목 한 2015 개

정 교육과정의 정보과 련 교과목의 내용 체계에 따

라 개선될 필요가 있다[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정보 교과를 담

당할 교원 양성  임용을 한 련 법령의 개선 방

안과 더불어 직 정보과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한 연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1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정보과 교사 

역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에 따른 ‘정보‧컴퓨터’ 표

시과목의 담당 교과목은 <표 1>과 같이, 학교 ‘정보’ 

교과,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정보’, 문 교과 Ⅰ의 ‘정보과학’, 문 교과 Ⅱ의 정

보‧통신 교과(군)의 일부 과목에 해당된다[1][4].

‘정보‧컴퓨터’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 는 분야)

을 기 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담당 교과목별 내

용 요소를 분석하 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2.2 정보과 표시과목 재구조화 방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보과 표시과목 재구조화 방안

은 <표 3>, <표 4>와 같다[3]. 

재구성 안의 경우, 필수 이수 과목을 ‘컴퓨터(정보)

교육론’, ‘ 로그래 ’에서 ‘정보(컴퓨터)교육론’, ‘ 로그

래 ’,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 과목을 추가하 으며, 

행 안의 각 분야별 구분을 하나로 통합하 다. 2안

의 경우, 필수 이수에 한 기 을 삭제하는 안을 제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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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과학/기술‧가정/정보 정보 필수

고등학교

보통 교과

기술‧가정/제2

외국어/한문/교

양

정보 일반 선택

문 교과 Ⅰ 과학 계열 정보과학

문 교과 Ⅱ 정보‧통신

정보 처리와 리

컴퓨터 구조

로그래

자료 구조

컴퓨터 시스템 일반

컴퓨터 네트워크

네트워크 로그래

시스템 운   네트워크 운

컴퓨터 보안

시스템 로그래

소 트웨어 구조

응용 로그래

데이터베이스 로그래
※ 출처: ․ 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고시 제2015-80호 [별책 1], 2015.12.1.)

※ 출처: 정보‧통신 문 교과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2015-74호 [별책 36], 2015.9.23.)

※ 출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정보과 교사 역량 개선 연구-표시과목 재구조화  개선 (이은경 외, 2016)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 편제에 따른 ‘정보‧컴퓨터’ 표시과목의 담당 교과

로그래 문제 해결과 로그래 로그래

로그래

네트워크 로그래

응용 로그래

데이터베이스 로그래

시스템 로그래

알고리즘 문제 해결과 로그래 알고리즘 컴퓨터 시스템 일반

이산수학 알고리즘

인공지능 문제 해결과 로그래 알고리즘

자료구조 자료와 정보 자료처리 자료 구조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정보
정보 처리와 리

데이터베이스 로그래

운 체제 컴퓨  시스템
시스템 운   네트워크 운

컴퓨터 시스템 일반

네트워크 컴퓨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구조 컴퓨  시스템 컴퓨  시스템
컴퓨터 구조

컴퓨터 시스템 일반

논리회로 컴퓨터 시스템 일반

정보통신윤리 정보문화 컴퓨터 보안

소 트웨어공학 문제 해결과 로그래 소 트웨어 구조
※ 출처: 유치원  등‧ 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한 세부기  (교육부고시 제2016-106호, (2016. 12. 23.)

※ 출처: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2015-74호 [별책 10], 2015.9.23.)

※ 출처: 과학 계열 문 교과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2015-74호 [별책 20], 2015.9.23.)

※ 출처: 정보‧통신 문 교과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2015-74호 [별책 36], 2015.9.23.)

※ 출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정보과 교사 역량 개선 연구-표시과목 재구조화  개선 (이은경 외, 2016)

<표 2> 정보‧컴퓨터 기본이수과목( 행) 비 2015 개정 교육과정 담당교과목별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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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컴퓨터)교육론 4.30 4.46 0.68 3.82 4.13 1.30

로그래 4.02 4.60 2.63 3.18 4.2 4.27

알고리즘 4.05 4.61 2.55 3.08 4.12 4.30

이산구조 3.74 3.92 0.68 2.84 3.7 3.18

인공지능 3.29 3.97 2.70 2.68 3.84 4.46

데이터구조 3.99 4.23 1.04 3.12 3.95 3.29

데이터베이스 3.96 4.20 1.00 3.21 3.99 3.11

운 체제 4.16 4.28 0.51 3.73 4.13 1.64

네트워크 3.91 4.28 1.62 3.64 4.16 2.18

컴퓨터구조 4.18 4.28 0.40 3.74 4.11 1.51

논리회로 4.17 4.13 -0.17 3.44 3.93 1.91

정보윤리와보안 4.25 4.52 1.19 4.01 4.33 1.40

소 트웨어공학 3.91 4.15 0.97 3.25 3.95 2.74
※ 출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정보과 교사 역량 개선 연구-표시과목 재구조화  개선 (이은경 외, 2016)

<표 5> 정보과 표시과목 재구조화  개선에 따른 직 교사의 교육 요구도

정보･컴퓨터

Informatics & 

Computer

(1) 컴퓨터(정보)교육론, 로그래

(2) 알고리즘, 이산수학, 인공지능

(3)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4) 운 체제, 네트워크

(5) 컴퓨터구조, 논리회로

(6) 정보통신윤리, 소 트웨어공학

(1) 분야 필수

(2)~(6)분야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1) 정보(컴퓨터)교육론, 

로그래 , 알고리즘

(2) 이산구조, 인공지능, 

데이터구조, 데이터베이스, 운 체제, 

네트워크, 컴퓨터구조, 논리회로, 

정보윤리와보안, 소 트웨어공학

(1) 분야 

필수

(2) 에서 

4과목 이상 

이수

※ 출처: 유치원  등‧ 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한 세부기  (교육부고시 제2016-106호, (2016. 12. 23.)

※ 출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정보과 교사 역량 개선 연구-표시과목 재구조화  개선 (이은경 외, 2016)

<표 3> 정보‧컴퓨터 기본이수과목( 는 분야) 재구성 안(1안)

정보･컴퓨터

Informatics & 

Computer

(1) 컴퓨터(정보)교육론, 로그래

(2) 알고리즘, 이산수학, 인공지능

(3)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4) 운 체제, 네트워크

(5) 컴퓨터구조, 논리회로

(6) 정보통신윤리, 소 트웨어공학

(1) 분야 필수

(2)~(6)분야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정보(컴퓨터)교육론, 로그래 , 

알고리즘, 이산구조, 인공지능, 

데이터구조, 데이터베이스, 운 체제, 

네트워크, 컴퓨터구조, 논리회로, 

정보윤리와보안, 소 트웨어공학

※ 출처: 유치원  등‧ 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한 세부기  (교육부고시 제2016-106호, (2016. 12. 23.)

※ 출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정보과 교사 역량 개선 연구-표시과목 재구조화  개선 (이은경 외, 2016)

<표 4> 정보‧컴퓨터 기본이수과목( 는 분야) 재구성 안(2안)

3.1 정보과 표시과목 재구조화에 따른 교사 

요구 역량

2015 개정 교육과정  정보과 표시과목 재구조화에 

따른 직 교사들의 요구 역량을 악하기 해 ‘교육 

요구도’를 분석하 다. 교육 요구도는 Borich의 요구도 

산출 방법1) [5]으로 분석하 으며, 4.5 이상이면 ‘매우 

필요’, 3.5 이상 4.5 미만은 ‘필요’, 2.5 이상 3.5 미만은 

‘보통’으로 해석하 다[3]. 

<표 5>와 같이, 정보‧컴퓨터 표시과목 자격증을 소

지한 교사의 경우, ‘ 로그래 ’, ‘알고리즘’, ‘인공지능’

의 교육 요구도가 ‘보통’ 수 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다

른 기본이수과목의 경우, 교육 요구도가 2.5 미만으로 

나타나 표시과목 재구조화  개선에 따른 연수 필요성

이 낮게 나타났다[3].

1) 교육 요구도 = {(필요한 역량 수  – 재의 보유 

수 )의 합 × 필요한 역량 수 의 평균값}/ 체 응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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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선정

‘정보‧컴퓨터’ 표시과목 교사자격( 공)을 

소지한 직 교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량 강화 연수를 희망하는 경우

‘정보‧컴퓨터’ 표시과목 교사자격(부 공)을 

소지한 직 교사  소정의 연수를 통해 발령 

교과를 ‘정보‧컴퓨터’로 환 희망하는 경우

연수 시기  2017년까지 완료 2017년까지 완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1학년에 

처음 용되는 

2018년 이 에 

연수 완료

연수 내용

( 공 분야)
(선택) 로그래 , 알고리즘, 인공지능

(필수) 로그래 , 알고리즘, 인공지능

(선택) 이산구조, 데이터구조, 데이터베이스, 

소 트웨어공학

연수 내용

(교과교육 분야)

(필수) 정보(컴퓨터)교육론

- 교육과정

- 교수‧학습방법

- 평가방법

(필수) 정보(컴퓨터)교육론

- 교육과정

- 교수‧학습방법

- 평가방법

2015 개정 

교육과정  

SW교육 

강화정책에 따른 

연수 필요

연수 방법
학연계 오 라인 교육

(연계 학의 교육과정 이수 기 에 따름)

국 사범 학 

컴퓨터교육과 

연계 교육

행‧재정  지원 연수 로그램 개발 련 연구  운  지원

※ 출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정보과 교사 역량 개선 연구-표시과목 재구조화  개선 (이은경 외, 2016)

<표 6> 정보과 표시과목 재구조화  개선에 따른 교원 연수 방안

반면, ‘정보‧컴퓨터’ 표시과목 부 공 자격증을 소지

한 교사의 경우,  ‘ 로그래 ’,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교육 요구도가 ‘필요’ 수 으로 나타났으며, ‘이산구조’, 

‘데이터구조’, ‘데이터베이스’, ‘소 트웨어공학’이 ‘보통’ 

수 으로 나타나, 표시과목 재구조화  개선이 이루어

질 경우, 일부 기본이수과목에 해당하는 역량 강화를 

한 연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3].

3.2 교원 연수 방안

교육 요구도 분석 결과, ‘정보‧컴퓨터’ 표시과목 자격

증을 소지한 직 교사의 경우, ‘ 로그래 ’, ‘알고리

즘’, ‘인공지능’과 련된 내용 역의 연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정보’ 

교과의 신설과 소 트웨어 교육의 강화 정책 등에 따

라, 개정된 교육과정의 이해와 더불어,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에 한 역량 강화를 해 ‘정보(컴퓨터)교육

론’에 한 연수가 필수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체 인 연수 방안은 <표 6>과 같다[3].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정보과 

교사 역량 개선을 한 방안으로 정보과 표시과목 재구

조화를 통한 비교사 역량 개선 방안, 직교사 연수 

방안을 제안하 다. 특히, 정보과 표시과목 재구조화 방

안에 따른 련 법령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개정된 표시과목의 담당교과 시자료  담당교사의 

역량 강화를 한 연수가 체계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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