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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국내의 교과중심 교육과정체제에서 정보영역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중심과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2개의 유형에서 정보영역이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국내 교육과정은 역량을 강조하지만 국가수준의 교육목표 제시, 교과학습모형,
교과서 등을 강조하고 있어서 교과중심 교육과정에 치우친 형태로 판단하였다. 정보영역 교과중심 교육과정 사
례로 초등 실과과의 정보영역, 중학교 정보교과를 제시하였으며 SW융합교육과정은 진보적인 교육과정 사례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SW AI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영역을 통해 학습자가 미래 지능형사회에서 주도
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과학을 모학문으로 하여 교과중심 관점으로 명시적으로 기술되어야 함을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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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direction of how to compose the information domain curriculum in the domestic subject
matter centered curriculum system. To this end, subject-centered and competency-centered curriculum were com-
pared and analyzed, and how the information domain was organized in two types was suggested. In spite of em-
phasizing competency, the domestic curriculum was judged to be inclined to the subject-centered curriculum be-
cause it emphasized the presentation of national-level educational goals, a subject learning model, and textbooks.
As examples of the information domain subject-centered curriculum, the information domain of the elementary
practical subject and the middle school information curriculum were presented, and the SW convergence curricu-
lum was presented as an example of a progressive curriculum. Under such circumstances, it was emphasized that
in order for the learner to lead a life in an intelligent society in the future through the information domain includ-
ing SWAI content, it must be explicitly described in a subject-centered perspective with computer science as the
par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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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외에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가 중요한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고등교육, 산업계뿐

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분야에서도 AI-SW교육은 화두

가 되고 있다. 이에 국가 고등교육 분야와 산업현장은

AI와 SW분야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

등 학교와 교사교육 분야는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실제

로 제도 정비에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교사교육 강화, 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해 초중등 학교에서 AI SW 교육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의 노력은 2000년도 초반에 나타났던

인터넷, ICT 활용교육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판단된다.

하지만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듀테

크 교육체제, 정보영역 교육과정 체제는 정립되지 못하

고 표류하고 있다. 물론 정보화체제는 일정 부분 학교

교육을 변화, 발전시켜왔지만 소위 정보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에 안착하지 못하고 주변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원인을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교과 또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보영

역이 국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할 수 있

는 교육영역으로 안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2015년도 교육과정 개정에서 드러난 역량중심교

육과정이 정보영역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역량중심 관점에서의 정보영역 교육과정 한계를 살펴보

고자 한다.

2. 정보영역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의 특징

다음은 초중등 정보교육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 성

격 및 교수학습의 특징이며 이를 통해 정보영역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 성격에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교육은 컴퓨터공학을 모학문으로 한다.

미국의 컴퓨터과학 학부 인증위원회(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ABET)에서

2019-2020년에 제시한 컴퓨터과학 교육과정 요소를 [표

1]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최소 40시간 이수를 해야 한다

[2]. 그리고 모학문의 영향을 받은 미국 국가 수준의 컴

퓨터과학교육의 핵심 요소이다. 이 ABET의 기준은 미

국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컴퓨터공학 학부 과목과 초

중등 학교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ABET
Computing
Program

Algorithms and complexity, Computer science theory,
Concepts of programming languages, Software
development, Computer architecture , organization,
Information management, Networking, communication,
Operating systems and parallel, Distributed computing

K12 CSE
Core
Concept

Computing Systems, Networks and the Internet, Data and
Analysis, Algorithms and Programming, Impacts of

Computing

<Table 1> CS and CSE core subject or factorn

정보영역에 대한 미국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모든 주

정부에서의 의무조건은 아니며 12개 주에서 공동연구하

여 시행하고 있는 수준이다[8].

둘째 정보영역 교육과정은 문제해결 교육내용을 핵심

으로 한다.

정보교육에서 AI프로그래밍 영역은 핵심적인 교육내

용이며 학습자의 다양한 사고력을 동반하는 수준 높은

문제해결 과정을 요구한다. 또한 프로그래밍 활동은 효

율성, 최적화 등을 추구한다. 이와같이 정보영역의 문제

는 컴퓨팅을 통하여 해결 가능한 형태이어야 하며, 이러

한 문제들은 판단, 검색, 최적화, 카운팅의 독특한 구조

를 가지고 있다[11].

블룸의 관점에서도 코딩은 최상의 난이도라고 할 수

있으며 분석, 적용활동 기반위에서 가능하며 이와 같은

관계를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15].

Bloom
Taxonomy

Criterion Explanation Evaluation
Focus

Create Put pieces together to form something new or
recognize components of a new structure.

Problem
SolvingEvaluate Make Judgements based on criteria and standards

Analyze
Break a concept down into its parts and describe

how the parts relate to the whole
Apply Carry out or Use a Procedure in a given situation

Understand
ing of Rule,
Principle

Understand Constuct meaning from Instructional Message,
including oral, written and graphic information

Remember Retrieve the right information from memory

<Table 2> Evaluation Criterion Programming Education Based
on Bloom’s Tax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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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보영역 교수학습 활동은 많은 시행착오가 필

요하다.

설계한 내용에 대해 코딩을 통해 구현하는 단계는 수

많은 시행착오를 동반하게 된다. 미국과 영국의 컴퓨팅

사고 요소에 인내하는 자세와 도전 분위기가 매우 중요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보영역 교수학습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은 도전하고 수정하여 재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4].

넷째 정보영역 교수학습 활동은 다양한 PC실습이 필

요하다.

SW-AI 영역은 컴퓨팅사고 결과물을 구현하기 위해

서 PC조작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여러

가지 부대 상황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초기 단계의

SW-AI 활동은 시스템 설치와 환경 설정의 문제로 많

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PC시스템 접근과 관련된 다

양한 에러처리와 회원가입, 환경 설정 등의 활동으로 실

제 코딩 활동은 시작하지도 못하고 수업이 종료될 수도

있다.

그리고 코딩 활동에서도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와 네트워크, 부가 자료 활용 등 다양한 컴퓨터시스

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실습 활동을 안내할 수 있

다. 이에 Jamie Knowles(2019)는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본적인 컴퓨팅 능력이 있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4].

3. 국내 교육과정 유형 분석

정보영역 교육내용이 학교교육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과정 체계에 적합하게 자리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교육과정 유형을 분석해 보

고자 한다.

교육과정 유형은 내용선정과 분류에 기준이 될 수 있

는 철학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권낙원은 교육과정

의 유형을 교과중심, 경험중심 등 7가지로 구분하였다

[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유형의 가장 중심

된 축을 교과중심과 역량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림 1]과

같이 나타내고자 한다[13].

[그림 1]과 같이 교과중심은 전통적인 관점으로서 학

문중심 교육과정을 포괄하며 역량은 진보적인 교육과정

관점이다. 이 그림을 기준으로 국내 교육과정이 성격을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Fig. 1) Classification of curriculum types from the
perspective of traditional and progressive

3.1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지속

국내의 교육과정은 전통적으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교과서의 지식이 중요시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 진도라는 독

특한 용어가 존재하는 것은 국가수준 교육내용, 교과서

내용을 강조하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과중심 교

육과정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국내의 교육과정 구현단계에서 과정 중심 평가,

스토리텔링형 수업 전개 등에 대한 노력은 진보적인 교

육과정으로 변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

과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여전한 평가체제, 대학수학능력

시험, 교육과정진도 및 교수모형 중시는 교육과정 실현

단계에서 여전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3]. 이것은 학

습자의 다양한 활동을 방해하고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의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전술하고 있듯이 명확한 교과 분류와 내용체계

는 학문 및 교과중심 교육과정 체제의 성격으로 판단된

다. 특히 국내의 교과간 배타적인 수업모형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전통적인 교육과정의 유형을 제시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2 진보적인 교육과정과의 연계

2009년 4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학교재량시간 운영의

강조, 전체 시수의 20% 이내에서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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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5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제시하여 보다 진보적인 관점을

강화한 교육과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역량중심은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과나 학문의 내용 습득에 중점을 두기보다 학습자 개

인의 역량, 미래사회에 필요한 능력 확보를 위한 교육과

정이 개편하는 것이다. 역량(competencies)은 원래 직무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라는 의미로

직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던 용어였다.

하지만, 최근 역량은 직업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

니라 일반적인 삶의 상황과 관련된 능력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의 핵심역량은 DoSeCo 프로젝트에서 영향을 받

았다. 국내의 핵심역량은 다음 그림과 같이 6가지로 되

어있으며 교과교육과정 편성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12].

(Fig. 2) Curriculum Core Competency and
Human Pursuit Award

또한 국내의 경우 핵심역량 6개와 별도로 교과 역

량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 <표 3>은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 역

량요소를 요약하여 일부를 제시한 도표이다[12].

즉 국내의 경우 핵심역량 6개가 교과의 상위의 개념

에 있지만 교과에도 별도로 역량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상위개념으로서의 역량요소는 제대로 활용하기에 곤란

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국내의 상황에 대비하여 독일의 헤센주는

역량요소를 교과 내용의 상위개념으로 위치시켜 놓았다

[10]. 호주의 경우는 교과와 동일한 수준에서 역량요소

를 배치했다[1]. 즉 교과보다 역량요소의 중요성을 높이

또는 동등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

내의 경우에는 역량요소가 아무리 중요하며 학교재량등

비교과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평가체제와의 연계

로 역량과 비교과 내용은 계속해서 핵심적인 위치에 자

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교육과정은 불안정하게 진보적인

교육과정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4. 국내 교육과정에서의 정보영역 운영 실태 

교과중심과 역량중심 교육과정체제속에서 정보영역

이 어떻게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사례를 분석해 보

고자 한다.

  4.1 교과중심 교육과정 사례

첫째 초등 실과에 포함된 사례이다.

국내의 실과 교과는 다학문적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농업, 공업, 수산업, 상업 등 매우 광범위한 내용

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이다. 여기에 컴퓨터공학을 모체

학문으로 하는 정보영역도 포함하고 있는 형태이다. 즉

하나의 교과에서 여러 학문을 흡수하거나 학교급별로

시간을 표준화하고 난이도를 조절하는 등 학문의 내용

을 분리하고 표준화한 것이다[9]. 하지만 컴퓨터공학의

극히 일부분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다양한 사고와 PC조

작 활동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실과과에서 정보영역은 2개 영역 8개의 학습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총 17시수를 권고하고 있다.

둘째 중학교 정보교과이다.

중학교 정보교과는 컴퓨터공학의 모학문 내용을 학교

급과 시대적인 요청으로 핵심 내용을 선정하여 재구성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ubject Matter Subject Matter Competencies

Korean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ability,

information process ability

Social
Creative think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ability

Mathematics
Problem solving, reasoning,

creativity·convergence, communication

Science
Scientific thinking ability,
scientific inquiry ability

<Table 3> Examples of competencies by major domestic subject



교과중심 교육과정에서의 정보영역 교육과정 구성 방향   313

Subject Area Core Concepts

Information culture
Information Society, Information

Ethics
Data and
Information

Expression of data and information,
expression of data and information

Problem solving and
programming

Abstraction, Algorithm,
Programming

Computing
system

Principle of operation of computing
system, physical computing

<Table 4> Middle School Information Curriculum Areas and Core Concepts

위의 <표 4>와 같이 중학교 정보교과는 총 4개의 영

역에 10개의 핵심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4시수

를 권고하고 있다[5].

구체적으로 컴퓨팅사고를 전체 교과내용에 포괄하지

못한 특징이 있으며 2015년도에 기획한 내용이기 때문

에 최근의 주요한 요소인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내

용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4.2 역량중심 교육과정 사례

최수진(2017)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방법

의 하나로 교과간 융합교육을 제시하였다[1]. 그리고

SW융합교육, AI융합교육에서 SW, AI영역과 교과내용

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SW-AI 융합교육과정

을 명시적으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기술한 사례는

없다.

반면에 에듀테크, ICT, 콘텐츠, 응용소프트웨어, 인터

넷 활용하는 방법은 일부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기술되

어 있으며 다음 <표 5>는 이에 대한 사례이다

[6][7][14].

SM Class Contents related to class activities and ICT

Korean 6-2
Knowing how to create video materials that fit
the presentation context (using video editing SW)

Social 6-1
Let's find out the social changes in line with
economic growth (using internet search)

Science 4-2 Investigating a volcano using a smart device

<Table 5> Examples of Edutech application in major sub-
jects(SM;Subject Matter)

위의 표와 같이 교육과정에 명시된 에듀테크, ICT융

합교육 수준은 인터넷 검색이 대부분이며 동영상 제작

또는 문서 제작 등도 포함되어 있다.

5. 정보영역 교육과정 구성 방향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영역에 대한 교육과정

기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과중심 교육과정 관점에서 정보영역이 기술되

어야 한다.

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을 중시하는 등 보수적인 성격이

다. 물론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지만 교과중심의 탄탄한 구조 속에서 역량을 어

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 현실적인 논의가 되고 있다

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타교과에 편입되거나

교사의 재구성 수준에서의 SW-AI교육 강조는 SW-AI

교육의 강조가 일시적으로 그치거나 SW-AI에서 추구

하는 목표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국가사회적으로 SW-AI 산업인력을 육성하고 학습자

가 능동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교육목표, 교육내용과 평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둘째 컴퓨터공학의 모학문으로 하여 컴퓨팅 결과물을

제작하는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정보영역은 컴퓨터과학 또는 공학이라는 분명한 모학

문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

하여 초중등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실

습과 컴퓨팅사고 활동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충분한 컴

퓨터과학의 내용을 충분히 실습하고 사고할 수 있는 내

용과 시간 확보가 요구된다[5].

그렇지 못할 경우 피상적인 개념습득을 통한 학습성

과를 더 향상시키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며 코딩과 AI

를 이용하는 제작자로서 역량강화는 어려울 수밖에 없

다.

셋째 교육과정 차원에서 명시적인 교과내용 기술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SW-AI교육을 위해서는 국가수준에서 명

확한 교육과정 기술이 필요하다. 국내의 교과 중심교육

과정 체제에서 비교과 또는 학교 단위에서 재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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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의 SW-AI교육은 2000년도 초반과 같이 구심

점을 잃고 다시 표류할 수 있다.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

는 내용이고 지향점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내용을 명확

하게 기술하여 지속적인 정보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요

구된다.

또한 역량중심의 관점인 SW-AI 융합교육과정 구현

을 위해서도 명확한 교육과정 기술이 요구된다. 현재와

같이 학교 수준에서 교사가 교육내용의 재구성을 통한

SW-AI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안내는 소극적으로

SW-AI교육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국가수준에서 20%

교과 통합이 가능하다고 제시하지만, 실제 운영을 위해

서는 교사의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속가능

한 SW-AI 교과통합 운영이 나타나기에 곤란하다. 또한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의 명시적인 수준에

서 기술한 SW-AI의 수준은 인터넷 검색 등의 매우 초

보적인 단계에서 간단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일반교

과 교육과정에서도 명시적인 수준에서 데이터기반 AI코

딩, AI내장 스마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교과서 내

용을 기술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6. 결론

SW-AI교육을 위해 교과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주요

국가들도 존재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가의 전체 교육

과정 유형을 분석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SW-AI교육 편성 구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전체 교

육과정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SW-AI교육을 활성화하고

지능형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교육과정

구조에 적합하게 정보영역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국내 교육과정 유형은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을

강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교과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정보영역도 교과로 편성되어야 그

가치가 인정되며 필요한 인력양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다.

국내 교육과정 여건에서 역량중심으로 정보영역을 편

성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며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

것은 상기한 바와 같이 정보 영역 교수학습 활동은 수

준 높은 문제해결과정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시행

착오가 나타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SW융합교육과정은 일반 교과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맞

출 수밖에 없는 구조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구

체적인 연구 및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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