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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여 사회 전반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소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소프트웨어 

(Software, SW)교육을 비롯한 디지털 기초 소양을 강화하는 것을 개정의 중점으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SW교

육은 정보 관련 교과를 비롯한 타 교과에서도 중요하며 따라서 비 정보과 교사도 SW관련 교육 내용을 이해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 정보과 교사에게 SW연수를 실시하였고, SW교육 수업 전문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을 확인하였다. 이는 SW연

수가 비 정보과 교사의 SW교육 수업 전문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

는 단일집단으로 이루어진 실험을 설계하여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처치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통제 집단 및 실험 집단 선별 과정을 거친 후속 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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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수리·디지털 소양을 기초 소양으로 강조하고 이를 총론과 교과에 

반영하였다. 디지털 소양이란 디지털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능력이라

고 할 수 있다[1]. 이처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따라 교육계에서

도 SW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SW교육의 안정화를 위하여 인적 

인프라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2][3].

그러나 정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의 수가 적어 비 정보과 교사들이 

연수를 통하여 SW교육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은 교사의 교과에 대한 이해에 달려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SW교육을 하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 정보과 교사에게 SW연수를 실시한 후 

그 효과성을 SW교육 수업 전문성의 변화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SW교육

컴퓨터 과학의 기본적인 개념 및 원리를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CT)

을 기르는 교육을 SW교육이라고 한다. 정보윤리 의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문제를 CT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며 SW교육을 

받으면 문제해결력, 논리적 사고능력, 창의적 사고력 및 협력 활동을 

통한 소통 능력도 함양할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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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업 전문성

교사가 갖는 다양한 업무 중 가장 핵심인 수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수업 전문성이라고 하며, 수업을 기획, 운영, 평가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이는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는 수업 전문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6].

III. Methods

검사 도구는 정민수와 부재율(2013)이 개발한 수업 전문성 검사를 

활용하였고 검사 문항은 지식, 계획, 실천 3개의 대영역과 으로 구성된

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대영역 문항 중 18개를 사용하였으며, K대학

연수 과정에 참여 중인 비 정보과 중등교사 22명에게 투입하였다. 

투입 기간은 2022년 3~5월까지이며, 12주 동안 총 48시간의 SW교육 

연수를 실시하였다.

IV. Results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SPSS 21을 활용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ategories Test Mean Std. t p

Knowledge
Pre 2.984

.956 -5.941 .000*

Post 4.197

Planning
Pre 2.674

.787 -7.808 .000*

Post 3.984

Application
Pre 2.656

.563 -9.041 .000*

Post 3.742

Education 

Teaching 

Specialization

Pre 2.717
.636 -8.706 .000*

Post 3.899

*p: < .001

Table 1. Paired T-test of SW Education Teaching 

Specialization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비 정보과 교사를 위한 SW연수를 실시하고, 사전-사

후 검사를 실시하여 SW교육 수업 전문성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사전 검사와 비교한 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SW연수를 받은 비 정보과 교사의 SW교육 

수업 전문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일집단을 표본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처치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통제 집단 및 실험 집단을 설정하여 실험 후 비교·분석할 수 

있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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