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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영재에 관련한 국내 연구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정보영재 연구의 주제와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학술지 수록 논문 총 75편의 연구 주제를 연도ㆍ학교급 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

과,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데 비해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중등 정보영재학생의 선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보영재 연구는 정보영재를 가

르치는 방법과 중등 정보영재 선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키워드: 정보영재, 정보영재교육, 연구 동향, 연도별 추이

I. Introduction

21세기는 지식정보 사회의 핵심인재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 2003년부터 본격적인 

영재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정보영재교육이 실시되고 있으

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수집 및 분석함으로써 정보영재 관련 연구의 경향성

을 파악하고 정보영재에 관한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Method

1. 자료수집 

현재까지 진행된 정보영재의 정의와 특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선행연구 자료를 수집하였

다. “정보영재” 또는 “정보과학영재”라는 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한 

자료들 중 학위논문이 아닌 KCI에 등재된 논문만을 참고하였으며, 

그 중 정보영재학생이 아닌 교사(예비교사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7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자료분석

수집된 논문의 연구 주제를 연도ㆍ학교급 별로 분석을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류표는 다음과 같다.

분류 항목

연구주제

1. 정보영재의 특성

2. 선발

3. 교육내용

4. 교육방법

Table 1. 분류표

III. Result

1. 연도별 연구 주제

정보영재 관련 연구의 주제를 연도ㆍ학교급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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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연도

1 2 3 4
합계

초 중 초 중 초 중 초 중

2003 1 1

2004 1 1 1 1 4

2005 2 1 2 5

2006 1 1 2 4

2007 1 2 3

2008 1 1 2

2009 1 2 3

2010 1 2 1 2 1 7

2011 1 1 1 1 4

2012 1 4 1 6

2013 3 4 1 1 9

2014 3 1 3 3 1 11

2015 2 1 1 2 1 7

2016 2 1 3 2 1 9

합계

(비율)
18

(24%)

7

(9%)

42

(56%)

8

(11%)

75

(100%)

Table 2. 주제별ㆍ연도별ㆍ학교급별 논문 수

Jeong Won Choi et al.(2013)[1]의 연구와 같이 정보영재를 위한 

교육내용을 주제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Young-Seon Choi et 

al.(2005)[2]의 연구와 같이 정보영재의 특성을 주제로 한 연구가 

두 번째로 많았다. 교육방법과 선발에 관한 연구는 각각 8건과 7건이 

있었다.

2. 결과 분석

초등정보영재 대상 주제별 논문 수는 다음과 같다.

Fig. 1. 주제별 논문 수(초등)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가 전체 연구 

56건 중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초등정보영재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중등정보영재 대상 주제별 논문 수는 다음과 같다.

Fig. 2. 주제별 논문 수(중등)

중등도 초등과 마찬가지로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교육방법과 특성에 관한 연구가 각각 4건과 3건이 있었다. 선발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2003년 이후 2016년까지의 국내 정보영재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정보영재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자 시도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초등정보영재 교육방법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3], 향후 학계에서는 가르쳐야 할 내용과 

더불어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연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정보영재를 위한 객관적인 선발도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4] 여전히 중등 정보영재의 선발에 관련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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