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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인식하는 고등학교에서 

정보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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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school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요   약

4차 산업 명의 발달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해 각 나라에서는 

SW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정보교육에 한 수요를 알아보고자 K 학교 학생 131명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다. 설문 내용은 정보기술에 따른 사회변화, 등교육과정에서의 정보교육 필요에 

하여 설문을 진행하 으며, 설문결과 모든 문항에서 재학생이 신입생에 비하여 정보교육에 한 인식이 

정 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신입생과 재학생의 정보교육에 한 인식을 분석하여 

정보교육에 한 필요성과 학생들의 정보교육에 한 수요를 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   

1. 서 론

4차 산업 명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기술, 서

비스의 융합이 요시되고 있다. 이에, 신 인 아이

디어를 창출을 한 개방 인 업 체계와 조직과 이

를 구성하는 역량 있는 인재가 필수 이다[1]. 4차 산

업 명 흐름에 따라  세계 국가들은 SW교육을 강조

하 으며 이는 와 미래사회의 인재가 갖추어야할 

필수 인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는 학문임을 제시하

다. 한국도 등 교육과정에서 정보교육을 강화하여 

등학교, 학교에서는 SW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며, 

고등학교에서도 기존 정보과목을 SW교 심내용으로 

개편하고 심화선택과목에서 일반선택과목으로 변경하

다[3]. 고등교육과정에서도 SW 교육을 강화하는 방

안으로 SW 심 학 운 을 하고 있다. 공자는 SW

문교육을 통해 장에서 실용성 있는 교육방침을 추

구하고, 비 공자는 공별 특성에 맞는 SW기  교육

을 통해 SW소양을 쌓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SW교육 강화로 인해 미래사회를 살아가

기 한 인재를 양성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교육 이수과정의 연속성에 한 문제 이 발생한

다. 한국의 고등학교 정보교육은 일반선택과목으로 구

성되어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교육이수를 

결정한다. 한, 학교 장에서 정보 교육을 성실히 이

수하지 않는 문제 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학교 신입생과 재학생의 에서 고등학교 정보

교육의 인식  필요성을 조사하여, 고등학교 정보교

육에 한 필요성과 학생들의 정보교육에 한 수요를 

제시하기 한 목 이 있다. 

2. 관련연구 

2.1 정보교육 운 황 

정보교육이 고등학교 교육 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해 알아보기 하여,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매년 집계하여 공개하는 

2015, 2016년 · 등학교 교육정보화 실태 조사를 분

석하 다. 고등학교 학교 유형에 따른 정보과목 선택 

비율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정보과목 선택 비율 

체 정보과목 선택 비율은 2015년도 41.1%, 2016년

도 54%이었다. 정보과목이 선택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40%이상의 선택율을 보이므로 정 인 

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3][4]. 그러나, 1학년 1학기, 3

학년 1학기때 수업을 진행한 경우와 같이 다른 학년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했을 경우 복으로 집계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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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응답자

χ2 p
신입생 재학생

68(88.3%) 51(94.4%)
1.435 0.36

아니요 9(11.7%) 3(5.6%)

체 77(100%) 54(100%) 　 　

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정보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학년의 비율은 2학년, 3학년, 1학년 순이었다. 3학년때 

정보수업을 하는 경우 입시 주의 교육이 진행하기 때

문에, 수업을 하지 않거나 자습을 하는 경우도 있다[3]. 

2.2 해외 정보교육 운 황 

4차 산업 명에 따라 국외에서도 교육 과정을 개편

하면서 SW교육을 강화하 다. 

국은 2000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ICT가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었고, 2014년 새롭게 용된 교육과

정은 ICT를 ‘컴퓨 ’으로 바꾸고 Computer, 

Communication and the Internet, Data, Algorithms, 

Programs의 내용을 통해 컴퓨  사고력을 강조하 다. 

일본은 2003년에 정보과목 교육 불균형의 문제가 제

시되어, 교사의 질과 낮은 입시과목 선택 비율, 교육내

용에 한 이해 의 문제가 제시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해 재 정보교육에 한 인식을 컴퓨터 조작방법을 

가르치는 교과가 아님을 강조하며 ‘정보활용의 실천력’, 

‘정보의 과학  이해’, ‘정보사회에 참여하는 태도’를 육

성하는 교과로 재 정의하 고 과거의 정보교육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노력하 다[4][5][6]. 교사 수 은 

정보과 교사양성 과정의 학을 졸업하여 교사면허 자

격을 얻거나, 인정기 의 임시면허증 발 , 문성을 

갖춘 사회인을 한 특별면허제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 다[7]. 한, 정보교과를 학입시센터시험에 정보

계기 라는 이름으로 수학 과목 군에 포함하여 실시

하고 있다[8]. 일본은  2016년 개정에서 ‘정보’ 과목이 

필수로 변경되었으며, 선택과목으로 1과목을 이수하도

록 하고 있다. 정보 교과를 입시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인 일본은 정보학에 한 참조기 과 학습지도

요령을 통해 · 등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뿐 아니

라 고등교육과의 연계도 고려하고 있다. 

한, 독일은 등교육단계의 김나지움 오버슈투페 

졸업시험 과목으로 2011년부터 정보과목이 포함되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아비투어 졸업시험의 목

은 학에서 해당과목에 한 학업이수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에 있다[9].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학생들의 정보과목에 한 인식을 분석

하고자하 다. 정보 과목에 한 인식을 분석하기 

하여 등교육과정에서 정보교육에 한 경험이 없고, 

컴퓨터 련 공을 하지 않은 서울 소재 3개 학 학

생 131명을 표집하여 설문을 진행하 다. 표집된 상 

 신입생은 77명, 재학생은 54명이었다. 설문의 내용

은 정보기술에 따른 사회변화, 정보 교육 필요성, 정보

교육에 한 인식으로 구성하 다.  

 ‘정보기술에 따른 사회변화’의 경우 4  척도로 조

사를 진행하 으며 ‘  모르고 있다’를 1 , ‘매우 잘 

알고 있다“를 4 을 설정하 다. ‘고등학교 정보교육의 

필요성‘ 과 ’과거로 돌아간다면, 고등학교 정보 교과 선

택 의향‘ 은 ’ ‘, ’아니오‘, ’정보교육 이수 필요성‘은 ’

찬성‘, ’반 ’로 세 문항 모두 2  척도로 진행하 으며 

’ ‘와 ’찬성‘은 1 , ’아니요‘와 ’반 ‘는 2 으로 설정하

다.

4. 결과

4.1 정보기술에 따른 사회변화 

정보기술에 따른 사회변화에 한 신입생과 재학생

의 차이를 보기 하여 t-검정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그룹 빈도 M (SD) t 값 p

신입생 77 2.42(0.8)

.109 .657

재학생 54 2.44(0.84)

<표 1>  정보기술에 따른 사회변화

(*p < .05, **p < .01, ***p < .001)

분석결과 재학생이 정보기술에 따른 사회변화에 

한 인식이 높았으며, 유의수  0.5 수 에서는 유의하

지 않았다. 즉, 신입생과 재학생은 정보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향에 한 인지  측면의 차이는 없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4.2 등 교육과정에서 정보 교육 필요성 

등 교육과정에서 정보교육의 필요성에 한 문항

은 찬성과 반 로 2  척도로 진행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등교육과정에서 정보 교육 필요성

(*p < .05, **p < .01, ***p < .001)

분석결과, 모든 학생들이 80%이상 정보교육이 필요

하다고 응답하 다. 재학생이 신입생들과 비교하여 정

보교육의 필요성을 1.7%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정보교육에 한 인식은 본인이 고등학교로 돌아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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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정보교과 선택 의향 여부,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정

보교육을 하는 것에 한 찬반에 한 결과를 분석하 다.

설문 
문항

여부
응답자

χ2 p
신입생 재학생

정보교과 
선택의향 

57
(75.0%)

48
(88.9%) 3.92

1
.037
*

아니요
19

(25.0%)
6

(11.1%)

체
76

(100%)
54

(100%)

모든 
학생 상 
정보교육 
필요성

찬성
63

(84.0%)
44

(86.3%)
.123 .466

반
12

(16.0%)
7

(13.7%)

체
75

(100%)
51

(100%)

<표 3> 정보 교육의 필요성에 한 인식 분석  

         (*p < .05, **p < .01, ***p < .001)

정보교과 선택 의향에 한 분석결과 ‘ ’라고 응답

한 학생의 비율은 재학생이 12.1%높았고 유의수  .0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한 정보수업의 필요

성에 한 문항은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찬성에 한 

비율이 80%이상이었으나, 재학생이 2.3% 더 높았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재학생과 신입생의 정보과목에 한 인식

을 분석하여, 고등학교 정보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목 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정보교육에 한 인식은 모

든 역에서 재학생이 신입생보다 정 임을 알 수 

있었다. 정보기술에 한 사회인지 여부는 재학생이 

신입생보다 0.02 이 높아 근소한 차이를 보 다. 

한, 등교육과정에서 정보교육의 필요성의 한 문항

은 신입생과 재학생모두 85%로 정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교과 선택의향의 결과가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학생활과 사회생활

을 함에 따라 학생이 고등학교 때 정보과목을 배우는 

것이 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모

든 고등학교의 정보과목을 배워야 함에 한 찬성의견

이 재학생이 많음을 보아,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에 

상 없이 정보교육에 한 이가 정 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교육에 한 학생들의 인식이 정 인 결과를 

통해 고등학교 때 정보교육을 하는 것은 고등교육에서

도 정 인 향을 끼칠 수 있으며, 정보교육을 원하

는 학생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

에서 제시하는 정보교육을 강화하기 한 방법은 다음

과 같다. 등교육과정 에서는 고등학교의 일반 

선택에 있는 정보과목을 많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정보 과목을 정상 으로 운 하기 

해서 수능과목으로 정보과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에서는 비 공자 학생들도 

정보교육의 요구를 충족하고 본인의 문분야에서 정

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등교육과정과 고등교육과정

의 연계성있는 교육과정 개정과, SW 심 학 증설을 

통해 많은 학생이 정보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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