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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교과개정 개편으로 저학년부터 코딩교육의 의무화가 됨에 따라 현시점에서 코딩교육의 대표적인 교육사이트에 

대한 현황 및 장단점을 살펴보고, 교육을 받은 S/W 인재들이 대학교에 진학하여 배우는 S/W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현재 미래 창조과학부에서 운영하는 S/W 중심대학에 관하여 적절한 운영 방향에 따라 각 대학교가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해보

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고 대학교별로 K-ICT(Korea-Information&Communication Techonology) 전략에 부

합하는 목표성을 가졌는지 그룹핑해서 나열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S/W 교육 추진 방향과 정책설계를 통한 미래 발

전 방안을 K-ICT 중심의 목표와 S/W 중심학교가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부합하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

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키워드: 코딩교육(Coding Education), S/W 중심대학(S/W-Centric University), 그룹핑(Grou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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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재 전 세계 교육계의 중점 중 하나는 코딩교육이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모든 학생이 코딩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Amazon, Facebook, Google, Microsoft와 같은 거대한 기술 회사들 

또한, 투자하면서 코딩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영국 또한 

S/W 교육을 정규과목에 포함했고, 대학교 과목들도 이에 맞춰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8년부터 S/W 교육 의무화 계획에 

따라 중학생들부터 코딩교육을 배우게 되며, 대학진학 역시 S/W 

특기자 전형 등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전형들과 미래창조과학

부에서 운영하는 S/W 중심대학들을 중심으로 세계 IT 시장을 선도하

는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S/W 중심대

학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K-ICT 전략을 중점으로 인재들이 이끌어 

나가야 하나, 현재 S/W 중심대학의 운영성이 이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현황이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초급 코딩교육

2018년부터 시행되는 S/W 교육 의무화 계획에 의해 중학생들부터 

코딩교육이 진행된다. 따라서 해외 및 국내 코딩교육 관련 사이트에 

대한 수요도 많아졌다. 저학년을 위한 대표적인 해외 교육기관으로는 

Code.org가 존재한다. 비영리기관으로 Apple, Google, Facebook 

등 대형 IT 기업들이 지원하는 사이트로 Blockly 라는 블록형 언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듯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

지만 해외 운영사이트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 이외의 언어는 

영어로 제공되고 있기에 저학년생들은 이용도가 낮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코딩교육 사이트로는 Entry가 존재한

다. 국내 포털사이트인 Naver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Entry 또한 

블록 기반의 프로그래밍언어로 교육이 진행된다. 국내 교육 제공 

사이트인 만큼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Scratch를 

모방했다는 의견이 존재하며, Scratch보다 제공되는 기능이 적다는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6권 제1호 (2018. 1)

102

것이 단점이다. 두 교육사이트 모두 좋은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이용해 분명 S/W 인재들을 

양성할 것이다. 이 인재들이 대학교 교육과정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해보고자 했다.

1.2 S/W 중심대학을 통한 고등교육

초급코딩교육은 블록 언어코딩을 배우며, 이에 따른 적절한 교과과

정 개편과 대학교 교육과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S/W 중심대학을 15년도부터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5년 8개 

대학, 16년 6개 대학, 17년 6개 대학으로 총 20개 대학 운영 중) 

미래창조과학부는 K-ICT 전략의 성공적 수행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를 선도할 핵심 S/W 인재 양성을 위해 목표를 두고 운영 중이며, 

K-ICT 전략은 아래와 같다.

Category 전략산업

서비스기기 5G, UHD, 디지털콘텐츠, 스마트디바이스

범용기술 지능정보 –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프라 S/W, 정보보안

Table 1. K-ICT 10대 전략산업

III. The Proposed Scheme

S/W 중심대학은 앞서 말했듯이 K-ICT 전략에 S/W 중심학교의 

운영 방향과 목적이 맞는지 크게 3가지로 중점을 두어서 그룹화를 

하였다. 1. K-ICT 전략산업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에 목적 2. S/W 

기초프로그래밍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 3. 타 전공지식과의 융합에 

목적 이렇게 3가지로 그룹핑을 하였고, 대학별 운영 방향은 미래창조과

학부 정책자료를 참고하였다.

운영목표 대학교

1. K-ICT 전략산업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한양대, 한동대, 경희대

2. S/W 기초프로그래밍 능력 

향상

한국과기원, 가천대, 경북대, 

고려대, 성균관대, 아주대, 

충남대, 중앙대, 단국대

3. 타 전공지식과의 융합

국민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여대, 서강대, 세종대, 

광운대, 조선대

Table 2. S/W 중심대학 운영목표

타 전공지식과의 융합에 관련한 대학들은 대부분 SW 융합대학을 

신설하였고, S/W 기초프로그래밍 역량을 기르는 데는 기초프로그래

밍 과목이 신설된 대학교이다. K-ICT 전략산업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에 관련한 대학 등은 한양대는 스마트카(IoT), 한동대, 경희대는 

빅데이터에 초점을 두었다. 표에 나타낸 것과 같이 K-ICT 전략에 

목표성을 잡은 대학교는 적다는 것이 이다. 영국의 경우 정치·경제 

분야의 유명 대학인 런던정경대(LSE)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AI), 블록체인 등 특정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과 

같이 S/W 중심대학 또한 K-ICT 10대 전략의 특정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S/W 중심대학을 운영할 때, 

전략에 맞는 목표를 정하고 대학별로 중점이 되는 사업을 정하여, 

코딩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에 맞는 과목을 개설하고, 또한 정부에

서도 각 산업에 맞는 기업체들과의 대학교의 연결정책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S/W 교육 추진 방향 모형은 아래와 같이 중점산업에 

대하여 대학교별로 특징에 맞게끔 분류하고 이를 이용 교육과정 

목표 및 커리큘럼 설계하는 것을 제안한다.

Fig. 1. S/W 교육 추진 방향 모형

IV. Conclusions

대학교별 한가지 산업에 관하여 연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전문성이 

향상되는 효과와 특정 기업체 간의 연결이 좋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이에 따라서 한 가지에만 너무 집중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S/W 중심대학 간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전용 

교육시설을 개설해야 하는 것이고, 향후 연구의 목표는 각 정보산업에 

맞는 특정 대학들을 분류하고 그룹핑을 할 수 있는 툴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더욱 전략적으로 S/W 중심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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