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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학교 정보 교과서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

로 교과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교과서는 체제와 내용의 두 가지 거를 고려하여 분석되었

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내용 분석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 다. 분석 결과, 교과서 체제

는 체 구성, 역별 비 , 내용 개 구조, 평가 유형에서 차이를 보 으며, 교과서 내용은 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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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섯 가지의 정보 교과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 으며, 이는 향후 정보 교과서 개발 시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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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done to compare and to analyze middle school Informatics textbooks developed according to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n this paper, suggestions are made for improvement on Informatics 

textbooks. Textbooks were analyzed based on two criteria, in framework and content, an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Content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analysis, a framework of textbooks 

showed differences in the entire construction, discipline-specific weight, content developing structure, and 

types of assessment, and content of textbooks showed differences in the concepts and the kind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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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가장 기본

이고 심 인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과정은 학

교 교육을 통해 배양하고자 하는 인간상을 구체

화하고, 그 구 을 설계한 것이며, 교과서는 교육

과정에서 설정한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

한 주된 교재이다[1][2]. 특히, 교육자료 가운데 교

사의 다수가 교수․학습에 있어서 교과서에 의

존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교과서에 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므로 학교 장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 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학교 정보 교과 교육과정은 2007년 개정되었

으며, 이에 따라 8종의 정보 교과서가 검정 교과

서 형태로 개발되었다. 국정 교과서가 국가 주도

로 개발되어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체제와 내용

으로 학습할 수 있는데 비하여, 검정 교과서는 민

간 출 사의 주도 하에 정보 교과  교육과정 

문가에 의해 개발되므로 교과서 개발 주체에 

따라 체제와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교과

서가 개발되어진다. 이러한 검정 교과서의 다양성

은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장 을 가지고 있

는 동시에 교과서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검정 교

과서들의 비교․분석은 교과서 간의 차이를 정확

하게 인식함은 물론, 각 교과서들이 가지는 장․

단 을 알게 함으로써 향후 새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개발 시에 개선의 방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정 교과서의 비

교․분석을 통해 시사 을 도출하고, 이를 토 로 

향후 새 교과서 개발 시에 도움을  수 있는 교

과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학교 정보 교육과정 체계  특징

제7차 컴퓨터 교육과정이 컴퓨터의 도구  활

용을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컴퓨터’ 교과의 명칭이 ‘정보’로 

변경되었으며, 정보 교과는 실생활의 문제를 창의

으로 해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컴퓨

터 과학에 주안 을 두고 있다.

2.1.1 교육과정 체제

2007년 7차 개정 교육과정의 체제는 성격, 목

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로 이루어져 7차 

교육과정의 체제와 동일하나, 내용을 3단계로 구

분하여 제시하 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3단계 내

용은 내용의 수   계열, 학습자의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제시되었으며, 이는 특히 학교 

정보 교육과정의 계열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2.1.2 성격

컴퓨터를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교환하기 한 도구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정보 교과 교육을 통해 창의  문제해결력, 비

 사고력, 창의  사고력, 단  의사 결정력 

등의 고등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 다. 이

와 더불어 정보 윤리, 정보 보호에 한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강조하 다.

2.1.3 목표

총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한 4개의 구체

인 하  목표를 제시하 으며, 역별 목표를 통

해 3단계의 계열성을 지닌 정보 교육과정 실 을 

한 지침을 제공하 다.

2.1.4 내용

기본 인 개념과 원리를 심으로 다양한 활동 

학습, 실습 과제,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교과 내용

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하 다. 정보 교과는 정보와 컴퓨터에 한 올바

른 지식 습득  창의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

기 해 4개 역으로 구성되며, 역별 학습 내

용과 비율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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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학습 내용 비율

정보 기기의 

구성과 동작

정보 기기의 개념  동작

원리
20%

정보의 

표 과 리

자료구조와 멀티미디어 정

보의 표
30%

문제 해결 

방법과 차

문제 해결을 한 알고리즘

과 로그래  실습
30%

정보 사회와 

정보 기술

정보 윤리의 이해와 정보의 

수집  가공
20%

<표 1> 7차 개정 학교 정보 교과의 내용 체제

2.1.5 교수․학습 방법

다양한 소재 심의 수업으로 장의 자율성을 

확 하고 실습을 한 소 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단  학교의 실정과 교과를 운 하는 지도 교사

에 따라 자유롭게 선정  조직하도록 하 다. 

한 실생활의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과제 심의 체험 학습의 구성과 재구성을 권장

하고 있으며, 수 별 개별 학습을 해 보충학습

과 심화학습을 하도록 하 다.

2.1.6 평가

학습 목표와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수행 

평가를 히 활용하도록 하 다. 평가를 한 

과제는 주로 창의성과 논리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 제시하고, 특정 역이

나 내용에 치우지지 않도록 하 다.

2.2 교과서 분석에 한 선행 연구

이순옥(2006)은 교과서 분석의 거 설정 연구

[3]에서 기존 교과서 분석 연구를 종합하여 교과

서 분석 거를 ‘외형  체제’와 ‘내용’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 어 제시하 다. 이러한 교과서의 외

형  체제는 내용 자체의 속성을 제외한 교재를 

구성하는 외 인 요소에 해당하며, 교과서의 내용

은 수업에 계된 요소와 내용 자체의 속성을 포

함한다.

우리나라의 학교 검정도서 검정기 [4]에서 

교과서의 검정기  역으로 ① 교육과정 수, 

② 내용선정  조직, ③ 창의성 ④ 내용의 정확

성  공정성 ⑤ 교수․학습 방법  평가 ⑥ 표

기․표   편집을 명기하 으며, 각 역마다 

세부 심사 항목을 제시하여 교과서 심의 기 을 

마련하 다. 이러한 검정 기 은 외  체제로 ⑥ 

역, 내용면은 ①, ③, ④ 역, 그리고 체제와 내

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②, ⑤ 역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학교 정보 교과서 분석과 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 욱과 연숙(2002)은 7차 교육과정

에 의한 학교 ‘컴퓨터’ 교과서 분석  개선방

안 연구[5]에서 검정으로 개발된 3종의 교과서를  

비교․분석하 으며, 분석의 거로는 크게 체제

와 내용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 다. 한, 박

정호 등(2007)은 학교 컴퓨터 교과서의 내용  

용어에 한 남북한 비교 분석 연구[6]에서 통일

을 비한 정보 교육의 통합을 해서 남북한 정

보 교육의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 다. 이상

과 같이 학교 정보 교과서 분석에 한 연구는 

제한 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7차 개정 교육과정

에서 제시된 정보 교과의 내용 체제를 반 한  

교과서에 한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분석에 한 선행 연구

에 따라, ‘체제’와 ‘내용’의 두 가지 거를 설정하

고 교과서를 분석하 다.

3. 연구의 내용  방법

3.1 연구의 상과 범

본 연구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되

어 검정 심의를 통과한 8종(24권)의 학교 정보 

교과서[7][8][9][10][11][12][13][14]를 연구 상으

로 하 다. 

3.2 연구 내용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정보 교과서의 체제를 비교․분석한다.

2) 학교 정보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분석한다.

3) 학교 정보 교과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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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교과서 분석은 내용 분

석법(content analysis)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

의 과정은 교과서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분석 자

료의 비교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교과서 비교․분

석을 통한 시사 을 토 로 정보 교과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 다. 교과서 분석 자료는 빈도(N)

와 백분율(%)을 사용해 통계 처리하 다.

4. 연구 결과

4.1 정보 교과서 구성 체제 분석

4.1.1 체 구성 체제 분석

분석 상 교과서에 한 체 구성 체제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구분

 구성
A B C D E F G H 평균

체쪽수 386 419 432 381 396 430 390 384 402

역수 12 12 12 12 12 12 12 12 12

역수 21 44 26 25 48 47 24 24 32

소 역수 47 　무 69 63 175 129 53 52 74

읽을거리 22 11 7 7 31 무 11 12 13

그림수 200 138 261 296 359 187 221 101 220

활동/수행학습 84 95 69 82 32 85 140 143 91

수 별 학습 유 유 유 유 무 유 유 유 7

소그룹

동학습
무 무 무 유 유 유 유 유 5

단원

요약/정리
유 유 유 유 무 유 유 유 7

평가문항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8

<표 2> 분석 상 교과서의 체 구성 분석

교과서 체 구성에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과서 체 쪽수의 편차가 크지 않다. 

교육부의 7차 교육과정 검정도서 기 [15]에는 교

과서 기  쪽수를 제시하 으나, 2007년 제시한 

　 B교과서는 소 역을 구성하는 신 역당 2개 정도의 
‘활동’을 제시하여 내용을 세분화하 다. 여기에서 ‘활동’은 교
육과정 내용을 실습을 통해 효과 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실
생활과 연 된 소재 주로 구성된 것으로서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다. 

학교 검정도서의 검정기 [4]은 교과서 기  쪽

수를 제시하지 않았다. 체 쪽수가 가장 은 D

교과서는 381쪽이고, 가장 많은 C교과서는 432쪽

이며, 학년별로 약 16쪽 정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

다.

둘째, 역과 소 역의 수는 편차가 매우 컸

다. 역은 모든 교과서가 4개 역으로 구성되

었으며, 역수는 평균 32개(21～48개), 소 역

수는 평균 74개(없음～175개) 다. 교과서 역 

구성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 로 주제

의 통합과 세분화 정도에 따라 일반 인 구성 원

칙을 결정한 후, 각 역의 내용 특성에 따라 

하게 역의 수를 가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

인다. 교과서 역은 평균 으로 역당 2～3개

의 역, 그리고 역당 3～4개의 소 역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읽을거리는 F교과서에서는 없었으며 E교

과서가 31개로 가장 많았다. E교과서는 단원 도입 

부분을 활용하여 컴퓨터 분야의 인물에 한 읽

을거리를 제공하 는데, 이는 여타 교과서가 단원 

도입을 단원명과 단원요약으로만 구성한 것에 비

해 공간 활용을 잘한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활동/수행 학습은 E교과서가 32개로 가장 

으며, H교과서가 143개로 가장 많고, 평균 91개

다. 활동/수행 학습은 교과서별로 ‘해 보기’, ‘조

사하기’, ‘토론하기’, ‘발표하기’, ‘탐구활동’, ‘스스로 

해 보기’, ‘함께 해 보기’ 등 명칭에서 차이를 보

다. 활동/수행 학습은 평균 으로 소 역당 1～2

개가 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E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심

화 는 보충학습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H교

과서는 유일하게 수 별 선택 학습을 제공한다.

여섯째, 소그룹 동학습은 D, E, F, G, H교과

서에서 모둠 활동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H교

과서는 문제 심학습 과제를 제공하여 소그룹 

동학습을 통해 과제를 해결한 후 모둠별 산출물 

평가를 한 것이 특징이다.

일곱째, 단원 요약/정리는 E교과서를 제외한 모

든 교과서가 제공하고 있다. A, B, H교과서는 

역, 그리고 C, D, F, G교과서는 역에서 요

약/정리를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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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구분
역 도입 역 도입

소 역　
역 정리 역 정리

도입 개 정리

A 역 안내
학습 목표

생각 열기
왜 배울까

본문 내용

해 보기

러스 학습

학습 마무리

형성 평가

실습 노트

B
단계별 구성과 

활용

학습 목표

역 안내(만화)

활동

본문 내용
단원 마무리 실습 노트

C 역 안내 역 안내(만화)
학습 목표

소 역 안내

본문 내용

더 알아보기

토론해 보기

읽을거리

정리하기

실습 노트
역 정리  평가

D 역 안내 역 안내(만화) 학습 목표 본문 내용
실습 노트

도약하기
역 정리  평가

E
역 안내

읽을거리

학습 목표

역 안내
본문 내용 평가하기

F 역 안내

역 안내

학습 목표

생각 열기

본문 내용

활동해 보기

평가하기

심화 학습

학습 정리

G 역 안내 생각 열기 학습 목표
비 활동

본문 내용
확인하기 실습 노트 역 정리  평가

H 역 안내
역 안내

생각 열기
학습 목표

본문 내용

해 보기
실습

수 별 선택 학습

역 마무리
역 마무리

<표 4> 분석 상 교과서의 내용 개 구조 분석

4.1.2 역별 비  분석

분석 상 교과서의 역별 비 은 <표 3>과 

같다. 표에 제시된 비율은 반올림을 통해 나타내

었다.

 구분

역
A B C D E F G H 평균

1 역
68

(19)

78

(20)

82

(21)

76

(22)

72

(20)

80

(20)

66

(18)

72

(21)

74

(20)

2 역
106

(29)

117

(30)

100

(25)

92

(27)

108

(30)

120

(29)

114

(32)

96

(27)

107

(29)

3 역
106

(29)

116

(29)

120

(30)

98

(28)

114

(31)

122

(30)

112

(31)

97

(28)

111

(30)

4 역
83

(23)

85

(21)

94

(24)

80

(23)

71

(19)

87

(21)

68

(19)

83

(24)

81

(21)

합계
363

(100)

396

(100)

396

(100)

346

(100)

365

(100)

409

(100)

360

(100)

348

(100)

373

(100)

<표 3> 분석 상 교과서의 역별 비  분석

쪽수(%)

앞서 <표 1>의 정보 교과의 내용 체제에서 

역별 비율 기 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추어 보았

을 때, 부분의 분석 상 교과서는 역별 비율 

기 을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C교과서는 2 역

과 4 역의 비율의 차이가 1%로서 두 역 간 비

 차이가 매우 었다. 이러한 결과는 C교과서가 

1, 2단계에서는 역별 비율을 만족하고 있으나, 

　 각주1) 참조

3단계에서 2 역을 22페이지, 4 역을 42페이지로 

작성하여 역별 비율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C

교과서를 제외한 부분의 교과서가 3단계에서도 

역별 비율을 만족하고 있고, 교육과정 내용에서

도 2 역과 4 역의 비 이 서로 바 어야 될 특

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C교과서 3단계의 2 역과 

4 역의 비율은 잘못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4.1.3 내용 개 구조 분석

분석 상 교과서의 내용 개 구조는 <표 4>

와 같으며, 표에서 사용한 용어들은 각 교과서가 

제시한 용어들을 부분 차용하여 그 로 제시하

다. 내용 개 구조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과서의 내용 개 구조는 역 도입, 

역 도입, 소 역(도입, 개, 정리), 역 정

리, 역 정리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둘째, A, B, E, F교과서는 학습 목표를 역 

도입에서 제시하 고, C, D, G, H교과서는 소 역 

도입에서 제시하 다. 학습 목표는 교과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가 궁극 으로 달성하여야 할 기

을 제시한 것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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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소 역 수 에 맞게 재진술하여 제시되어

야 한다. 국정 교과서는 학습 목표를 소 역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목표, 내용, 평가’라는 일련의 수

업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해서는 소 역에서 수

업 목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분의 교과서에서 역 도입과 

역 도입에서 다루는 내용이 빈약하다. B교과서는 

단원 도입 부분에서 정보 교육과정의 계열성 

강화를 반 하여 ‘단계별 구성과 활용’을 제시하

다. B, C, D교과서는 역 도입 부분에서 

단원 학습 안내를 만화 형식으로 꾸며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역 

도입과 역 도입에서 보다 충실한 내용 구성

이 요구된다.

넷째, 내용 개에서 일련의 요소들을 모두 구

성하고 있는 교과서는 G와 H이다. 실제 수업에서 

내용 개의 요소들은 모두 필요하며, 교과서에서 

포함되지 못한 요소들은 교사가 내용을 재구성해

서 수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내용 개의 요소

들을 모두 반 하여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 바

람직해 보인다.

4.1.4 평가 유형 분석

분석 상 교과서의 평가 유형은 <표 5>와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 제시된 평가 유형은 자기보고식 평

가, 개인평가, 모둠평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각 평가 유형에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보고식 평가에서 C교과서는 학습자의 

부족한 부분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찾아보기’

를 제공하고 있다. 본인의 학습 이해도를 확인하

고 보충 학습을 하기 해서 C교과서에서 제공하

는 ‘찾아보기’가 유용할 것이다.

둘째, 개인평가에는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문항

을 주로 사용하는데 체 으로 문항의 수가 부족

하다. 형성평가로 제공되는 역 는 역의 

개인평가 문항들은 학습자의 학습 이해도를 검

하기 해 다수의 문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둠평가 문항은 E, F, H교과서가 제공하

고 있는데, 이들 에서 H교과서가 문제 심학습 

과제를 제공하여 수행 계획서 작성, 산출물의 질

 평가 등을 한 학습활동을 하게 한다. 특히, 

E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실용성, 성, 정확성, 

창의성, 명확성’ 등의 산출물 평가 거는 창의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정보 교육과정과 부합하

는 면이 있다.

종류 평가 유형

A
자기보고식 평가 : 5～10개 문항 ( 역)
개인평가 : 선다형  서술형 문항 10～15개 문항 ( 역)

B
자기보고식 평가 : 4～5개 문항 ( 역)
개인평가 : 단답형, 서술형 문항 3～5개 문항 ( 역)

C 자기보고식 평가 : 5～10개 문항 ( 역)

D
개인평가 ① 단답형, 선다형, 서술형 3～4개 문항 ( 역)
         ② 선다형, 단답형 4～5개 문항 ( 역)

E
자기보고식 평가 : 3～4개 문항 ( 역)
개인평가 : 서술형, 문제해결형 2～3개 문항 ( 역)
모둠평가 : 문제해결형 2～4개 문항 ( 역)

F
개인평가 : 선다형, 단답형 5～6개 문항 ( 역)
모둠평가 : 문제해결형 1개 문항 ( 역)

G
개인평가 ① 단답형, 서술형 3～9개 문항 ( 역)
         ② 선다형, 단답형 3～5개 문항 ( 역)

H
개인평가 : 선다형, 단답형 4～5개 문항 ( 역)
모둠평가 : 문제해결형 1개 문항 ( 역)

<표 5> 분석 상 교과서의 평가 유형 분석

4.2 정보 교과서의 내용 분석

정보 교과서의 내용 분석은 세부 내용을 모두 

다루기에 한계가 있어 각 교과서의 ‘찾아보기’를 

심으로 주요 개념들을 비교․분석하 다. 분석 

상 교과서의 개념의 수는 <표 6>과 같으며, 8종

의 교과서  4종 이상에서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

을 경우에 주요 개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 다.

 구분
  역

A B C D E F G H
합계
(평균)

1 역 191 119 117 159 153 127 93 144
1,103
(138)

2 역 162 102 91 129 163 110 133 110
1,000
(125)

3 역 77 82 58 76 46 76 75 57
547
(68)

4 역 137 81 74 109 58 86 71 112
728
(91)

합계 567 384 340 473 420 399 372 423
3,378
(422)

<표 6> 분석 상 교과서의 개념의 수

4.2.1 정보 기기의 구성과 동작 역

정보 기기의 구성과 동작 역에서 각 교과서

는 평균 으로 138개의 개념들을 다루고 있으며, 

공통 인 주요 개념은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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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주요 개념

1단계

개인용 컴퓨터, 그래픽 소 트웨어, 램, 롬, 마우스, 멀티미디

어 소 트웨어, 문서 작성 로그램, 보조 기억 장치, 소 트

웨어, 슈퍼 컴퓨터, 시스템 소 트웨어, 운  체제, 유틸리티 

로그램, 응용 소 트웨어, 입력 장치, 자료 리 로그램, 

주기억 장치, 앙 처리 장치, 출력 장치, 키보드, 통신 소

트웨어, 하드웨어 (총 22개)

2단계

CUI, GUI, DOS, 개인용 컴퓨터 운  체제, 기억 장치 리, 

내장형 시스템, 네트워킹, 리 스, 메모리 리, 맥 OS, 사용

자 인터페이스, 시스템 소 트웨어, 도, 운  체제, 유닉스, 

응용 소 트웨어, 입출력 자원 리, 일 리, 로세스 

리 (총 19개)

3단계

AP, FTP, IP 주소, WAN, 섬유 이블, 그물형, 네트워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도메인 이름, 동축 이블, 라우

터, 랜, 링형, 메신 , 모뎀, 무선 통신, 버스형, 송신기, 수신

기, 스 치, 스타형, 원격 제어, 인터넷, 자원 공유, 송 매체, 

송 방식, 자 우편, 클라이언트-서버, 허 , 로토콜, 홈 

네트워크 (총 30개)

<표 7> 정보 기기의 구성과 동작 역의 주요 개념

정보 기기의 구성과 동작 역은 정보 기기를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에 한 기본 개

념을 습득함과 더불어 정보 기기의 동작 원리에 

해서 이해하고 스스로 정보 기기를 다룰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역에서 사용

된 개념들 에는 동일한 의미를 뜻하나 명칭에

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용어( : 꼬임 선, 트

스트 페어 이블, 이  나선)들이 다수 있기 때

문에 학습자들의 개념 이해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동일한 의미를 갖는 개념에 해서는 일

성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2.2 정보의 표 과 리 역

정보의 표 과 리 역에서 각 교과서는 평

균 으로 125개의 개념들을 다루고 있으며, 공통

인 주요 개념은 <표 8>과 같다.

단계 주요 개념

1단계

EBCDIC 코드, 디지털 자료, 문자 정보, 바이트, 배열, 보수, 

비선형 구조, 비트, 선형 구조, 소리 정보, 스택, 십진법, 십육

진법, 아스키 코드, 이진수, 이진법, 자료 구조, 연결 리스트, 

유니 코드, 이진 코드, 자료, 자료 처리, 정보, 큐 (총 25개)

2단계

BMP, dpi, GIF, JPEG, MP3, WAV, 리스트, 부호화, 배열, 

배열 선언, 비트맵 방식, 벡터 방식, 선형 구조, 소리, 스택, 

해상도, 스택, 아날로그 소리, 양자화, 열 우선 장 방식, 

연결 리스트, 음색, 자료 구조, 주 수, 진폭, 큐, 표본화, 화

소, 행 우선 장 방식,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총 31개)

3단계

front, MPEG, pop, push, rear, top, 노드, 동 상, 리스트, 

선입 선출, 스택, 연결 리스트, 큐, 포인터, 임, 후입 선출 

(총 16개)

<표 8> 정보의 표 과 리 역의 주요 개념

정보의 표 과 리 역은 실생활에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표 하고, 

이를 효율 으로 처리하고 리하기 한 정보 표

의 원리와 방법을 익히는 내용을 다룬다. 이 

역에서는 각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의 폭과 깊이

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학습 략에서도 

활동  실습을 통한 체득(體得) 방식과 개념 설

명 방식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특히, 2 역의 내

용은 상당히 높은 수 의 구조화된 개념들을 제시

하고 있으므로 학습자 수 을 고려하여 한 내

용을 선별해야 할 것이며, 학업성취를 이루기 

한 다양한 학습 략을 고려하여 내용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4.2.3 문제의 해결 방법과 차 역

정보의 표 과 리 역에서 각 교과서는 평

균 으로 68개의 개념들을 다루고 있으며, 공통

인 주요 개념은 <표 9>와 같다.

단계 주요 개념

1단계

계 연산, 논리 연산, 문제 분석, 문제 표 , 문제 해결 과정, 

반복문, 변수, 산술 연산자, 상수, 순서도, 연산자, 입․출력 

로그램, 자료형, 제어문, 조건문, 로그래머, 로그래 , 

로그래  언어, 로그램 (총 19개)

2단계

명확성, 문제 해결 과정, 반복 구조, 수행 가능성, 순서도, 

순차 구조, 알고리즘, 알고리즘 분석, 알고리즘 설계, 유한성, 

의사 코드, 자연어, 로그래  언어 (총 13개)

3단계
내림차순 정렬, 버블 정렬, 삽입 정렬, 선택 정렬, 순차 탐색, 

오름차순 정렬, 이진 탐색, 정렬, 퀵 정렬, 탐색 (총 10개)

<표 9> 문제의 해결 방법과 차 역의 주요 개념

문제의 해결 방법과 차 역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정보 과학의 에서 

이해․분석하여 알고리즘을 설계․구 해 보고, 

문제 해결 방법  차를 익히는 내용을 다룬다. 

이 역에서는 주어진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하기 해 로그래  언어를 사용한다. 각 

교과서에서 사용한 로그래  언어의 종류와 특

징을 비교하여 <표 10>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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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특징

A, C
스크

래치

․직  인터페이스로 학습 외  인지 부하를 감소시킴

․시각 이고 상호작용 인 로그래  환경 제공

․ 업에서 리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B, F
의사

코드

․특정 언어의 문법에 의한 제약이 없으므로 작성이 용이

․ 로그래  언어 교육을 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특정 로그래  언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음

․문서화  검토용으로 합하며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음

D, E 이썬

․인터 리터 언어로서 컴 일러 언어에 비해 사용법이 간단함

․ 업에서 리 사용되는 언어로서 학교 간 교육과

정의 연계가 가능함

․C언어에 비해 문법이 간단하여 인지 부하를 감소시킴

G, H C언어

․컴 일러 언어로서 사용법이 다소 복잡함

․ 업에서 리 사용되는 언어로서 학교 간 교육과

정의 연계가 가능함

․복잡한 문법으로 학습 외  인지 부하를 가져옴

<표 10> 교과서에서 사용한 로그래  언어의 
종류와 특징

교과서에서 사용한 로그래  언어의 종류는 

크게 교육용 로그래  언어(스크래치), 의사코

드, 인터 리터 언어( 이썬), 컴 일러 언어(C언

어)의 4가지 언어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로

그래  언어들은 장 과 단 을 함께 가지고 있

기 때문에 학습자의 인지 발달, 학습 동기 등 학

업성취에 향을 주는 다양한 구인을 고려하여 

한 로그래  언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4.2.4 정보 사회와 정보 기술 역

정보 사회와 정보 기술 역에서 각 교과서는 

평균 으로 91개의 개념들을 다루고 있으며, 공통

인 주요 개념은 <표 11>과 같다.

단계 주요 개념

1단계

개인 정보, 검색 엔진, 네티켓, 메신 , 메타 검색, 백신, 블로

그, 사이버 폭력, 인터넷 독, 작권, 자 우편, 정보 가공, 

인터넷, 정보 수집, 정보 윤리, 주제별 검색, 키워드 검색, 

피싱, 해킹 (총 19개)

2단계

CCL, HTML, 디지털 워터마크, 방화벽, 암호화, 웹, 웹 문서, 

웹 라우 , 작권, 자 서명, 정보 공유, 정보 보호 기술, 

지  재산권, 태그, 하이퍼링크 (총 15개)

3단계
SVG, 동 상, 유비쿼터스, 애니매이션, 정보 기술, 지능형 

로 , 임, 립북 애니메이션 (총 8개)

<표 11> 정보 사회와 정보 기술 역의 주요 개념

정보 사회와 정보 기술 역은 정보 윤리, 정보 

보호, 지  재산권 등에 한 이해를 통하여 속

하게 변화하는 정보 사회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에 한 내용을 다룬다. 이 

역에서 사용된 개념들은 교과서 간 일치도가 

다른 역에 비해 매우 낮았다. 이러한 이유는 4

역의 일부 내용이 비교  최근에 정립되어 정

보 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정

보 윤리 분야의 학문 인 성숙도가 더해짐에 따

라 개념 일치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4.3 교과서 개선 방안

학교 정보 교과서 비교․분석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교과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과서의 체 구성 체제는 교과서 발행 

주체(출 사)와 집필진의 긴 한 의에 따라 결

정되어야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교과서의 

체 구성 체제는 세부 항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체 구성 체제에서 교과서의 특성을 살리

면서 다양한 학습 요소들을 극 으로 반 하기 

해서는 교과서 발행 주체와 집필진이 교과서 

개발 기 단계에서 검정도서 편찬 기 을 토

로 최 의 구성 체제를 확립하고 나서 내용을 개

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목표는 소 역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정보 교과의 부분의 수업은 소 역 단 로 진

행이 되므로 목표, 내용, 평가의 일련의 수업 교

육과정 실천을 해서는 소 역의 목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내용 개는 역 도입, 역 도입, 

소 역(도입, 개, 정리), 역 정리, 역 정

리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러한 요

소들은 학습자의 내용 이해와 단계 인 학습에 

따른 효율성 측면에서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내용 개 구조는 교과서의 체 구성 체제와 

한 련이 있으므로 교과서 개발 기 단계

에서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성취 기 과 평가 기 을 토 로 한 

평가 문항이 개발되어야 하며, 평가 유형(자기보

고식 평가, 개인평가, 모둠평가)에 따라 다양한 평

가 문항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교과서의 평가 문

항을 분석한 결과, 일부 교과서에서 문항의 수가 

매우 부족하며 성취 기 과 평가 기 에 한 고



중학교 정보 교과서 비교 분석 및 개선 방안   33

려 없이 교육과정의 내용에 의한 평가 문항이 개

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교과서 개발

과 성취기   평가기  연구[16][17][18][19]의 

시기상의 불일치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향후 원

활한 평가 문항 개발을 해서는 성취 기 과 평

가 기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교과서 내용에서 제시된 개념들에서 일

성 있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1

역과 4 역에서 다루어진 개념들에서 교과서 간 

용어의 불일치도가 높았다. 따라서, 향후 교과서

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의 용어상의 일치도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교과서에서 공통 으로 제시되는 주요 

개념 외에 특정 교과서에서만 다루어지는 개념들

의 포함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주요 개념을 다

루지 않는 교과서들은 주요 개념을 포함해야 될

지를 검토해야 한다. 교과서 내용 분석 결과에 따

르면,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의 폭과 깊이에서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편

차를 이기 해서는 교과서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이 해당 학년 수 에서 한지에 한 분

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교과서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 로 교

과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이를 해서 먼 ,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검정 개발된 8종(24

권)의 모든 교과서들을 수집하고, 교과서 분석의 

기 으로 이론 인 탐색을 통해 체제 분석과 내

용 분석의 두 가지 거를 마련하 다. 분석 상 

교과서들은 내용 분석법(content analysis)에 의해 

주요 항목과 개념들을 코딩화하 으며, 분석된 각 

교과서들의 자료들을 비교하 다. 연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의 거에 따라 각 교과서들

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한 시사 을 도

출하여 교과서 개선 방안의 근거로 삼았다. 본 연

구에서 제안하는 교과서 개선 방안은 향후 새 정

보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개발 시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교과서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 방

안을 제시하여 차기 정보 교과서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으로, 범 한 연구 상으로 인해 

세부 으로 분석되지 못한 거들에 해 지속

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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