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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육부는 초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대비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SW교육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학교를 운영중이다. 본 연구는 SW교육 선도학교의 운영 현황 및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2019년 SW교육 선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1,834개 학교 중 50교를 2단계 층화군집표집방법에 선정하고(초등 30개교, 

중학 12개교, 고등 8개교) SW교육과정(운영학년, 시수, 형태) 현황, SW교육 참여 교원･학생 현황, SW교육 교구 현황(컴퓨터 

실습실, 무선인터넷, 태블릿 등), 교원 연수 현황, 학부모 연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효과성 분석을 위해 만족도 조사도

구를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방식을 활용하여 초, 중, 고 학생의 SW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하였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의 초중고 학교 6곳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양적인 효과성 분석 결과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Abstract]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operating leading schools to support on-site settlement of SW education by organizing school 

curricula and reorganizing curriculum in preparation for the need for software educ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operation status and effectiveness of SW education leading schools. For the research, 50 out 

of 1,834 schools participating in SW education leading schools in 2019 were selected as two-stage stratified cluster method (30 

elementary schools, 12 middle schools, and 8 high schools), SW curriculum (operating grade, test number, form), SW education 

participating teachers and students, SW education teaching aids (computer labs, wireless Internet, tablets, etc.) and the current 

status of training of teachers and parents were analyzed. Satisfaction survey tools were developed for effectiveness analysis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SW education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as investigated using the online and 

offline methods.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provincial areas to supplement the quantitative effectiveness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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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6년 세계 다보스 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

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가 정상회의가 이루어졌다[1]. 제4차 

산업혁명이란 경제, 사회, 인류의 행동 양식에 초래할 변화이

며, 주요 요지는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사

라지고 상호 융합된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2]. 

대표적인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사물인터

넷(IoT), 자율주행자동차, 3D 프린팅, 나노기술(NT), 바이오

기술(BT), 정보기술(IT) 등이 있으며 HW와 SW의 결합 즉,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며 데이터를 만드는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하고 있다. 

글로벌 국가들은 첨단 ICT 인력양성을 위해  치열한 경쟁

에 돌입하고 있다. 일자리 측면에서 영국과 미국은 컴퓨터과

학(공학) 전공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3, 4], 초

중등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과학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5, 6].

영국에서는 2014년 9월부터 초중등학교의 모든 학령에서 

컴퓨팅 교육을 필수로 하는 국가교육과정을 시행하였으며

[7], 미국에서도 2016년 1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초중등 모

든 학생을 위한 컴퓨터과학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하였으며 NETS과 ACM Curriculum에는 컴퓨터과학, 정보 

기술, 디지털 리터러시 등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

다[8].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대학이 자신의 전공 지식과 함

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학생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9].

우리나라 정부도 2014년「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교육부는 학교에서 SW교육

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초․

중등 SW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10]. 후속조치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초등학교 실과 교과에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체험 중심의 17시간이 확보되었으며, 중학교에서

는 ‘정보’교과를 필수과목으로 편성하여 연간 34시간을 교육

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는 기존의 '정보‘ 교과를 일반 선택

으로 전환하여 많은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SW선도학교란 SW교육 선도학교란 ｢2015 개정 교육과정

｣의 초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대비하여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SW교육의 현장 안

착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학교다[11] SW교육 선도학교는 

전국에서 우수한 SW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

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SW교육 연구학교를 지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2019년 기준 SW교육 선도학교는 전국

에 1,834개교, 2020년에는 2011개교가 확대 운영되고 있다

[12]. 

현시점에서 교육현장에서 SW교육을 운영하는데 있어 발

생한 어려움이나 학생의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SW교육을 위

한 정책 및 모델을 발굴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수행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SW교육 선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1,834

개 학교 중 50교를 표집한 후 SW교육과정(운영학년, 시수, 

형태) 현황, SW교육 참여 교원･학생 현황, SW교육 교구 현

황(컴퓨터 실습실, 무선인터넷, 태블릿 등), 교원 연수 현황, 

학부모 연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온․오프라인 방식을 활용하여 학생의 만족도를 조사

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초중고 학교 6곳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셋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에 SW교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SW교육 선도학교에 대한 효과성 분석연구를 통

해 SW교육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Ⅱ. SW교육 선도학교 표집

본 연구에서는 SW교육 효과성 파악과 추가적으로 SW교

육 관련 심층연구 수행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이러한 평가 

목적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2단계 층화군집표집방법

(Two-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적용하여 50

개 학교를 선정하였다[13]. 

구체적으로 2단계 층화군집표집에서 층화는 SW교육 효과

성이 지역 및 학교급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층을 시․도 교육청(권역)으로 하고, 내층은 지역규모(대도

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 성별유형, 지정연차, 계열로 설정하여 2개 층으로 구분하

였다. SW교육 선도학교 표집을 위해 현재 SW교육 선도학교

인 1,834개 학교에 대한 현황 자료 분석을 통한 학교 표집틀

을 생성하였다. 또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기 

위한 지역, 도시화 정도, 학급 수, 지정연차, 성별 유형, 계열 

등 사전 분석 실시하였다.

표집의 방법은 2단계 층화군집표집과  크기 비례에 의한 

체계적 방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학교 표집틀을 구성하기 위해 초중고 

공통요소로 권역(수도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학교

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시화 정도(대도시, 중소도

시, 읍면지역), 지정 연차를 선정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공통요소로는 학교 성별 유형(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을 

선정하였으며, 고등학교는 계열(가사, 공업, 과학, 상업, 예술, 

종합, 일반)을 선정하였다.

학교 표집틀을 구성하여 SW교육 선도학교 효과성 분석을 

위해 표집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전 분석을 실시한 1,177

개교 중 초등학교는 691개교, 중학교는 302개교, 고등은 

175개교, 기타학교는 9개교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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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교급별 비율에 따른 선정 학교 수

Table 1. Number of Schools Selected by the Ratio of 

School Level

School Level Number Ratio
Number of 
Selected School

High 175 14.9 8

Middle 302 25.7 12

Elementary 691 58.7 30

Etc 9 0.8 0

Total 1177 100.0 50

권역별 구분을 위해 1권역은 수도 강원권으로 강원도, 경

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이며, 2권역은 충청권으로 대전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이다. 3권역은 

영남권으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

산광역시이며, 4권역은 호남제주권으로 광주광역시, 전라북

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다. 

권역별 학교수와 비율에 따른 선정학교 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권역별 비율에 따른 선정 학교 수

Table 2. Number of Schools Selected by Regional Ratio

Region N Ratio
Number of 
Selected School

Capital City, 
Gangwon

451 38 19

Chungcheong 157 13 7

Yeongnam 412 35 17

Honam, Jeju 157 13 7

　Total 1177 99 50

수도 강원권의 비율은 38%로 19개 학교가 선정될 필요가 

있으며, 충청권은 13%로 7개 학교가, 영남권은 35%로 18개 

학교가, 호남제주권은 13%로 7개 학교가 선정될 필요가 있

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선정을 진행하였다.

Ⅲ. SW교육 선도학교 현황 및 효과성 분석

3-1 SW교육 선도학교 현황 조사

2019 SW교육 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현황에 대해 조

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응답한 학교는 50개교이며, 초등

학교 30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8개교이다. 응답 대상

자는 선도학교 담당교사 및 수업 교사이며, 응답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주간이다. 조사내용

은 학교 일반 현황, 학생 교육 및 활동 관련 현황, SW교육 운

영 현황, SW교육 인프라 현황으로 구성되었다.

1) 학교 일반 현황

2019 SW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한 학교들의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하여 학급 및 학생수, 교원 수 등 학교의 규모와 학교가 위

치한 지역 및 지역의 규모, 선도학교 지정 연차를 조사하였다.

먼저 초등학교는 약22개 학급에 전체 학생이 528.1명, 중

학교는 22.6개 학급에 전체 학생이 606.4명, 고등학교는 28

개 학급에 전체 학생이 약 777.6명인 학교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SW교육 선도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

등학교 모두 중소도시, 농산어촌, 대도시 순으로 학교 수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 SW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차인 학교가 26개교(52%), 2년차인 학교가 12개교(24%), 3

년차인 학교가 4개교(8%), 4년차인 학교가 6개교(12%), 5년

차 이상인 학교가 2개교(4%)로 조사되었다.  

2) 학생 교육 및 활동 관련 현황

SW교육을 실시하는 학년 현황을 보면, 모든 초등학교의 6

학년에서 SW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6학년까지 전 학년

에 걸쳐 SW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18개로 파악되었

다. 중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SW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9개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학년 5개교, 3학년 2개교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에서 실시하는 학교

가 7개교로 가장 많았고, 1학년 6개교, 3학년 3개교로 조사

되었다. 

SW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급 및 학생 수, 연간 교육 시수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을 기준으로 

약19.1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에서는 연간 약38.25시간, 고등학교에서는 연간 약 49.88시

간으로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SW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많은 학급을 대상으

로 실시하지만 연간 교육 시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났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SW교육 연간 교육 시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학급 및 학생 수, 연간 교육 시수

Table 3. Number of Classes, Students and Annual 

Training Time

School 
Level

N

C l a s s 
Number

S t u d e n t 
Number

A n n u a l 
Training Time

M SD M SD M SD

Eleme
ntary

30 17.0 16.6 411.3 472.0 19.1 5.5

Middle 12 10.3 6.0 215.8 133.5 38.3 19.3

High 8 11.6 5.5 292.9 245.4 49.9 21.7

전체 50 14.5 13.6 345.4 389.5 28.6 17.9

SW교육 유형을 언플러그드 활동, EPL, 피지컬 컴퓨팅으

로 나누어 각 학교급별로 활동 비율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에서는 세 가지의 활동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EPL과 피지

컬 컴퓨팅 활동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는 

세 가지 활동 비율에 대한 응답이 92%, 고등학교는 79%로 

나타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교과시간에 언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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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활동 및 EPL, 피지컬 컴퓨팅으로 분류할 수 없는 정보 교

과 관련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 및 방과후 활동 현황을 보면 운영 개수와 주당 

운영 시간 측면에서 고등학교가 타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후 활동

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

었으며, 중학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SW교육 운영 현황

2019 SW교육 선도학교의 학생 교육 활동 외의 운영 현황

을 파악하기 위하여 SW교육 참여 교사에 대한 현황과 교내 

연수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 유무, 학부모 참여 수 등을 

조사하였다.

SW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의 교육 경력 비율을 조사

한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10년 이상 교육 경력을 지닌 교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교육 경력 10년 

이상 교사의 비율이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에서는 교육 경력 5년 미만의 교사 비율이 35%로 타학교급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SW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학위와 전

공과목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정보/컴퓨터 관련 전공 

5명, 기타 전공 5명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에서는 정보/컴퓨

터 관련 전공 10명, 기타 전공 2명(기술․가정)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는 담당교사 8명 모두 정보/컴퓨터를 전공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교사 및 학부모 대상 SW교육 교내 연수 횟수는 초등학교 

약2.73회, 중학교 약1.42회, 고등학교 약0.88회로 나타나 초

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교내 연수가 실시되고 있음이 나타났

다. 또한 SW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수도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

교로 초등학교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학부모 

활동 참여자 수도 초등학교에서 약45.03명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약10명, 중학교 약 4.67명으로 나타

났다. 

4) SW교육 인프라 현황

SW교육 선도학교의 인프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SW교

육용 특별실 현황 및 무선네트워크망 활용 현황, 각종 교구 

활용 현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SW교육을 위한 컴퓨터실 및 스마트 교실, SW교육 전용교

실 현황을 파악한 결과 50개의 대상 학교 중 초등학교 1개교

만을 제외하고 모두 컴퓨터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의 경우 스마트 교실을 구축한 학교가 6개교, SW교육 전용교

실을 구축한 학교가 4개교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중

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스마트 교실을 구축한 학교가 각 1개

교씩 있었으며, 기타 응답으로 초등학교에서는 VR체험실 3

개교, 과학실 3개교, 도서실 1개교, 창의공작실이 1개교가 있

었으며, 중학교는 기술가정실이라고 응답한 학교 1개교 조사

되었다.

SW교육을 위한 학급별 무선 네트워크망의 주당 사용 시간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1~2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중학교에서는 1시간 이내, 고등학교에서는 1~2시간 이내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는 무선 네트워크망 구

축이 이뤄지지 않은 학교가 2개교 밖에 없지만, 중학교와 고

등학교의 경우 각각 7개교, 4개교가 무선네트워크망을 사용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규교과 시간에 사용하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EPL) 

사용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블록형 프로그래

밍 언어인 엔트리(초등 30개교, 중등 10개교)와 스크래치(초

등 12개교, 중등 5개교)를 사용하는 현황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고등학교에서는 텍스트 코딩 언어인 파이썬(7개교)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의 응답수가 가장 높았다. 특히, 초등학교

에서 정규교과 외 시간에 텍스트 코딩 언어인 플레이봇(1개

교), 파이썬(2개교), C/C++를 사용한다는 응답도 보였다. 

학교급별 언플러그드 활동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30개교 

중에서 학습지 21개교, 보드게임 28개교, 언플러그드 로봇 

19개교 등 언플러그드 활동 자료를 상대적으로 고르게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에서는 학습지 10개

교, 보드게임 7개교, 언플러그드 로봇 2개교로 나타나 학습지

나 보드게임을 언플러그드 로봇 보다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

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습지 5개교, 보드게임 1개교, 언플러그

드 로봇 4개교로 학습지나 언플러그드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교급별 피지컬 컴퓨팅 자료 사용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에서는 햄스터 24개교, 오조봇 23개교, 드론 13개교로 이 교

구들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에서는 햄스터 

8개교, 마이크로 비트 6개교, 아두이노 6개교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아두이노가 

7개교, 햄스터가 6개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교구로는 네오봇, 오렌지보드, 비트브릭, 알버트, 뚜루뚜

루, MODI, 코드블럭, 라즈베리 파이 등이 제시되었다.

3-2 SW교육 선도학교 효과성 분석(만족도)

1) 학생만족도 조사 도구

SW교육 만족도 조사도구는 조사영역 설정, 범주 및 문항 

개발, 전문가 타당도 검증, 예비검사의 절차로 개발되었다. 

Lee & Pershing (2002)이 제시한 교육만족도 평가의 표준

범주를 현 SW교육에 적합하게 영역을 재구성 한 후 5가지 범

주에 해당하는 38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14].

첫 번째 교육목적 및 내용에 대한 문항은 8개, 두 번째 교

수방법 및 도구는 6개, 세 번째 교수학습활동 8개, 네 번째 교

육환경은 11개, 다섯 번째 교육 신청 및 기대 사항은 5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후 SW교육 석사 학위 소지한 현장교

사, 교사 그리고 평가 분야 전문가 총 9명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으며, 최종 학생만족도 문항은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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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생만족도 조사 문항

Table 4. SW Education Satisfaction Question

Category Question

Educational 
p u r p o s e 
a n d 
contents

I am satisfied with what I learn in SW class.
I was able to understand the SW class.
I want to learn more SW class.
I think I need a SW class.

T r a i n i n g 
method and 
environment

The school's information devices were able to 
take SW class well.

I was able to take SW class well in school 
computer labs.

I was able to use enough materials to teach SW.
I could learn a variety of things in SW class

T e a c h i n g 
a n d 
L e a r n i n g 
Activities

The SW class with the teacher was fun. 
I was well involved in the activities in the SW 

class
I enjoyed the activities in the SW class

T r a i n i n g 
application 
a n d 
expectation
s

I want to use what I learned in a SW class
What I learned in the SW class was helpful.
I want to solve my life problems with the 

programming language I learned in SW class
I want to solve my life problems with educational 

tools I learned in SW class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9년 9월 30일(월) ~ 10월 18일(금)동

안 SW교육 선도학교 50개교 중 만족도 조사 설문에 참여한 

42개 학교의 2,81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만족도 설문 결과는 학교급별 만족도, 지역 규모별 만족도, 

선도학교 지정연차별 만족도, 학급수별 만족도, 성별 만족도, 

동아리 활동별 만족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만족도 

분석은 만족도 설문의 평균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요인이 3개 

이상인 분석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본페로니(bonferroni)사후검정을 실시하였

다.

3) 학교급별 만족도 분석

학교급별 만족도 분석 결과 <표 5>와 같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 학교급별 만족도 평균 분석

Table 5. Table 6. Analysis of the Average Satisfaction 

Level by School Level

S c h o o l 
Level

N M SD
SE
(standard error)

Elementary 1780 4.06 .73 .02

Middle 404 3.74 .87 .04

High 635 3.96 .99 .04

학교급별 만족도 평균 분석 결과 초등학교의 평균은 4.06

점이며, 중학교의 평균은 3.74점, 고등학교의 만족도 평균은 

3.96점으로 나타났다. 

표 6. 학교급별 만족도 분산 분석 

Table 6. Analysis on the Variation of Satisfaction by 

School Level

Category

IV(independent variable)

Elementary Middle HIgh
F(p)

n=1780 n=404 n=635

DV
(dependent 
variable)

M 4.0579 3.7383 3.9580 6.325
***SD .73084 .87369 .99503

bonfe
rroni

a>c>b

학교급별 만족도 분산 분석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

학교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p < .000)가 있었다. 그리고 분

산분석의 사후검정 결과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표 7. 학교급별 만족도 범주별 평균 분석 

Table 7. Analysis of Means by Satisfaction Category by 

School Level

S c h o o l 
Level

Category 
1

Category 
2

Category 
3

Category 
4

Elementary 4.04 4.13 4.20 3.89

Middle 3.69 3.91 3.80 3.57

High 3.94 3.95 4.02 3.93

만족도 설문 범주별 분석 결과 초등학교 급에서는 범주 3, 

2, 1, 4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중학교 급에서는 범주 2, 

3, 1, 4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고등학교 급에서는 초등학교

와 마찬가지로 범주 3, 2, 1, 4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범주별 분석 결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급에서는 범주별 

만족도가 동일한 패턴을 보였으며, 중학교에서는 2번 범주가 

3번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든 학교 급에서는 4번 범주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4) 선도학교 지정연차별 만족도 분석

선도학교 지정연차별 만족도 분석 결과 2년차, 1년차, 4년

차, 3년차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8. 지정연차별 만족도 평균 분석

Table 8. Analysis of Means by Satisfaction of a Given 

Year

Given Year N M SD SE

2019(1Y) 1892 4.01 .84 .02

2018(2Y) 442 4.08 .77 .04

2017(3Y) 238 3.81 .78 .05

2016(4Y) 247 3.84 .82 .05

선도학교 지정연차별 만족도 평균 분석 결과 1년차의 평균

은 4.01점이며, 2년차의 평균은 4.08점, 3년차의 평균은 

3.81점, 4년차의 평균은 3.84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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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지정연차별 만족도 분산 분석

Table 9. Analysis on the Variation of Satisfaction a Given 

Year

Category

IV

2019(a
)

2018(b
)

2017(c
)

2016(d
) F(p)

n=1892 n=442 n=238 n=247

DV

M 4.01 4.08 3.81 3.84 25.73
5***SD 0.84 0.77 0.78 0.82

bonferr
oni

a>c / b>c, d 

지정연차별 만족도 분산 분석 결과 1년차, 2년차, 3년차, 4

년차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p < .000)가 있었다. 그리고 분

산 분석의 사후검정 결과 1년차가 3년차보다 만족도가 유의

미하게 높았으며, 2년차가 3년차와 4년차보다 만족도가 유의

미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5) 학급수별 만족도 분석

학급수별 만족도 분석 결과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10. 학급수별 만족도 평균 분석

Table 10. Analysis of Satisfaction Averages by Class 

Number

S c h o o l 
Size

N M SD SE

Large 1895 3.93 .83 .02

Medium 578 3.96 .85 .04

Small 346 4.37 .64 .03

학급수별 만족도 평균 분석 결과 대규모 학교의 평균은 

3.93점이며, 중규모 학급의 평균은 3.96점, 소규모 학급의 평

균은 4.37점으로 나타났다. 

표 11. 학급수별 만족도 분산 분석 

Table 11. Analysis on the Variation of Satisfaction by 

Class Number

Category

IV

Large Medium Small
F(p)

1895 578 346

DV

M 3.93 3.96 4.37 6.325
***SD 0.83 0.85 0.64

bonferroni c>a, b

학급수별 만족도 분산 분석 결과 대규모 학교와 중규모 학

교, 그리고 소규모 학교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p < .000)가 

있었다. 그리고 분산 분석의 사후검정 결과 소규모 학교의 평

균이 대규모 학교와 중규모 학교보다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6) 성별 만족도 분석

성별별 만족도 분석 결과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보다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 만족도 평균 분석 결과 남학생의 

평균은 4.09점이며 여학생의 평균은 3.85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p < .000)가 있었다. 

3-3 인터뷰 

1) 인터뷰 절차

본 연구에서는 SW교육 선도학교 50개교 중 수도권과 비

수도권으로 나누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곳씩, 

총 6개교를 대상으로 학생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도권의 경

우 SW선도학교 만족도 조사에서 비교적 하위권에 속하는 초, 

중, 고등학교를 선택하였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비교적 중위

권에 속하는 초, 중, 고등학교를 선택하였다. 

본 인터뷰는 2019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약 2주

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SW선도학교 만족도와 인식도 조사결

과를 토대로 SW선도학교 운영에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생각을 보다 심도있게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SW교

육 선도학교 만족도 범주인 SW교육 목적 및 내용, 교육 방법 

및 환경, 교수학습 활동, 교육 적용 및 기대감 측면에서 예비 

문항을 마련하고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단, 인터뷰 답변에 따

라 유동적으로 추가 질문을 하거나 준비한 문항 중 중복되는 

질문의 경우 생략하였다. 인터뷰 방법은 학교에 직접 방문하

여 실시하였으나 일부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 전화로 대신하

였고,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한 뒤 전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

다.

2) 학생 인터뷰 결과

초등학교 SW 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속하는 임

0초(학생 만족도 초중고 42개교 중 31위, 초등 25개교 중 24

위)의 학생 2명과 수0초 학생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임0초의 경우 특히 범주1(교육 목적 및 내용)과 범주

4(교육 적용 및 기대감)에서 초등 25개교 중 25위를 기록했

다. 

인터뷰에 응한 임0초 학생 김00학생과 홍00의 경우 정보 

영재 학생으로 학교 전체 학생 만족도와는 달리 SW교육에 대

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수0초 윤00 학생과 배00학생 또

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범주1과 범주4에 대해서도 이 

학생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본인들의 만족도가 높

은 이유와 주변 친구들의 경우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

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SW교육에 흥미를 느끼도록 만들 수 

있을지를 물었다.

“친구들은 SW교육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미 만들

어진 작품을 따라하거나 그대로 베끼는 경우가 많고, 응용

하지 않으려 해요. 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너무 재미있

어요.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도 재미있고요.” -임0초 김00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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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수업이 좀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 같

아요. 더 많은 시간을 배우다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텐데..

저는 동아리 활동 시간에 배운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

요. 수업 시간에 다 못배웠던 것을 동아리 시간에 좀더 자

세히 배울 수 있었고 문제해결력을 키우는데도 많은 도움

이 되었거든요.”-임0초 홍00 학생

“평소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고 교과수업과

는 좀 다른 느낌의 활동이어서 지루한 느낌이 없어서 흥미

로운데, 교육 정규과정이 좀 짧은 게 안타까워요. SW교육

을 이수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거를 조금 늘리고 학생

들에게 다양한 기기를 이용해서 매 수업이 새롭도록 하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수0초 윤00 학생

“저희가 일반 생활로는 할 수 없는 거를 컴퓨터를 통해 

재밌게 새롭게 배울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햄스터봇

이나 이런 코딩하는 교구들을 좀 더 많이 체험해보게 하는 

게 좋겠어요.” -수0초 배00 학생

SW수업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6학

년 때만 SW수업을 하는 경우와 저학년부터 SW수업을 하는 

경우(임0초의 경우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모두 실시한 SW

교육 5년차임)를 비교했을 때 어떠했는지 물었다. 

“저는 2학년때부터 SW수업을 했어요. 6학년이 되어서 

실과 교과서에서 SW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교과서로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6학년때만 하는 것이 아니

라 저학년 때부터 했던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

면 어릴 때는 이해못했던 부분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김00 학생

저학년 때부터 어떤 내용을 공부했으며 무엇이 가장 재미

있었냐고 질문을 했을 때 학생들은 스크래치, 엔트리와 같은 

블록형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뿐 아니라 햄스터로봇, 

마이크로비트, 비트브릭, 레고위두 등 다양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다뤄봤다고 응답했다. 또한 SW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SW와 관련된 진

로를 희망하고 있었다. 

중학교 SW 만족도에서는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속하는 진

0중(학생 만족도 초중고 42개교 중 41위, 중학교 10개교 중 

10위)의 학생 3명과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중0중 학생 

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진0중의 경우 특히 범

주1(교육 목적 및 내용)과 범주4(교육 적용 및 기대감)에서 

중학교 10개교 중 10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진0중 역시 인터

뷰에 응한 학생 3명은 학교 전체 학생 만족도와는 달리 SW교

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범주1과 범주4에 대해서도 

이 학생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본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와 주변 친구들의 경우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이

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SW교육에 흥미를 느끼도록 만들 

수 있을지를 물었다. 

“저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SW관

련 대회를 나갔을 때 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의 경

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하

면 유투브나 게임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친구들의 흥

미를 높이거나 만족도를 높이려면 2,3학년때도 정보 교육

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1학년 때 조금 배우다 마니깐..더 

흥미를 안가지는 것 같아요.” -진0중 이00 학생

“하는 친구들만 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친구들...다른 

친구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만족도를 높이려면..제 생각

에는 게임같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프로그램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정보 교과서는 재미가 

없어요. 교과서를 따라하고 마는? 교과서에 있는 틀에 박

힌 것만 하기 보다 학생들이 좋아할만한 것을 프로그램으

로 만들면 더 효과가 높을 것 같아요.” -진0중 박00학생

“학교에 교구들이 충분하게 있고 선생님도 어느 정도 

지식이 많이 있으신 분이라서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것 같

아요.”-중0중 최00 학생

“저희 학교에서 SW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하고, SW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학

생들은 별로 관심 없는데, 남학생들이 관심이 많아요.” 중

0중 배00 학생 

“일단 선생님이 친절하시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도 많

아 가지고 일단 약간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거제나 

부산 그런데 체험을 많이 가고,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것

을 선생님이 많이 해주십니다.” 중0중 김00 학생

진0중과 중0중 학생들 모두 1학년 때만 정보 시간에 배우

고 더 이상 배우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기에 SW수업을 더 하

고 싶은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수업을 원하는지

를 질문하였다.

“1학년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2,3학년 때도 정보수업을 

더하면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배웠으면 좋겠는데...지금으로서는 현

실적으로 2,3학년 때 수업이 없기 때문에 안될 것 같고. 그

래서 제 생각에는 SW교육을 다른 과목과 접목해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2학년 때 한문 수업 시간에 SW교육을 접

목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재미있었어요.” -김00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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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은 정보가 한 시간도 안 들었어요. 1학년에서만 

한 시간을 배웠어요. 정보수업시간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주당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계속 배우고 싶어요.” -중0중 

최00 학생

“정보 수업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2학년 들어와서 안 

해가지고 아쉬워요. 일주일에 적어도 2시간을 했으면 좋겠

어요.” -중0중 김00 학생

SW수업을 더 배우기를 원한다는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SW와 관련된 진로를 생각한 적이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SW와 관련된 자격증을 따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막연하

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어

요.” -진0중 이00 학생

“혼자 공부를 좀더 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방법으로 떠오르는 것은 학원을 다니는 건데..아직까지 학

원을 다닐 생각은 없어요.” -진0중 김00 학생

“저는 1학년이다보니..사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2, 3

학년에서 정보 수업이 없다는 것을 형들 이야기를 듣고 처

음 알았어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더 배우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거네요.” -진0중 박00 학생

“장래희망을 SW관련 분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학교에

서는 지금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궁금한 

게 있어 더 배우고 싶지만 학교에서 배울 것 같아 아직 따

로 공부는 하지 않고 있어요.” -중0중 배00 학생 

“저는 장래희망이 화이트해커에요. 해커 잡는 그런거요. 

학교에서는 C언어 같은 거 가르쳐 주면 좋겠고 SW수업도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C언어는 2~3학년되어서 동아리 

선생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해서 배울 거예요” 중0중 김00 

학생

고등학교 SW 만족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하위

권에 속하는 평0고(학생 만족도 초중고 42개교 중 34위, 고

증학교 7개교 중 5위) 학생 3명과 통0고 학생 3명을 대상으

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특히 평0고의 경우 범주1(교육 목적 

및 내용)과 범주2(교육방법 및 환경)에서 고등학교 7개교 중 

6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평0고와 통0고 역시 인터뷰에 응한 

학생 대부분은 학교 전체 학생 만족도와는 달리 SW교육에 대

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범주1과 범주2에 대해서도 이 학생

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본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

유와 주변 친구들의 경우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

엇인지 어떻게 하면 SW교육에 흥미를 느끼도록 만들 수 있을

지를 먼저 물었다.

“저의 경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SW교육에 큰 흥미를 

느꼈어요. 사실 학교 수업을 통해서는 SW교육을 해본 적

이 없어요. 그런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SW교육이 저한

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방과후 수업도 더 받게 되었죠. 

친구들이 흥미가 없거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아마도 관

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평0고 이00 학생(여)

“저도 정보수업을 받은 적이 없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

고, 동아리를 하면서 SW교육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게 되

었죠. 친구들은 SW교육을 배워야 하는 이유나 어떤 도움

이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로를 이쪽으로 생각하

는 친구가 아니라면 대부분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 

SW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임을 알지도 못하고요. 이건 아

마 안내가 부족해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 어렵다

고 느끼는 친구들이나 잘 모르는 친구들도 차근차근 단계

를 밟으면서 배우게 된다면 잘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그

러면 자연스럽게 만족도도 높아지겠죠.” -평0고 이00 학

생(남)

“아무래도 SW를 좀 모르는 학생이 좀 많은 거 같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좀 더 관심있는 행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통0고 김00 학생

“플레이봇 자체는 쉬운데 수업 전에 가르쳐 주는 정보

가 약간 부족한 것 같고, 처음에는 애들이 흥미 있어 했는

데 나중에 함수 같은 어려운 부분이 나오니까 점점 흥미를 

잃어 가는데 그에 비례해서 수업하는 양이 늘어나지 않고 

일정하니까 애들이 몰라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통0고 차00 학생  

평0고의 경우 범주2(교육 방법 및 환경)가 낮게 나타났으

므로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 SW교육을 위한 환경은 잘 준비되

어 있는지, 학교에서 SW수업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수업을 통해 다양한 내용은 배울 수 있었는지 질문하였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지원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접적으로 프로그래밍 수업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아요. 

교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죠.” -평0고 이00 학생(남)

“저는 SW대회에 나간 적이 있는데 지식을 물어보는 

SW대회의 경우는 재미도 있고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SW활용대회는 수준이 너무 높았어요. 학교에서는 그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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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갭을 줄일 수 있는 

수업이 있었다면 더 공부했을 거고, SW활용대회에도 참여

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의 수업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

요.” -평0고 황00 학생

고등학생들에게는 진로와 관련하여 SW관련한 직업 또는 

학과에 진학할 생각이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지원을 받고 

있거나 원하는지 등에 관한 질문도 하였다.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학교 방과후 프로그래밍 수업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고, 현재 같은 진로를 꿈꾸는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따로 학원을 다니는 것은 시간

도 없고, 쉽지 않아요. 하지만 SW관련 학과를 가기 위해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학교

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SW관련 행사를 동아리에서 운영할 

때 지금도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키트 구입과 같은 지원을 

좀더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0고 이00 학생

(여)

“정보수업이 제 진로에 좀 관련이 있다 보니 관심을 많

이 가지게 되고, 적성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새로운 친

구들이랑 같은 취미를 가진 서로 듣고 가르쳐 주면서 친해

지니까 그래서 좀 더 재밌는 거 같아요.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 모아서 방과 후를 개설하거나 그렇게 해줬으

면 좋겠어요.” -통0고 김00 학생

“네, 최근에 해커톤 봉사활동에도 갔고, 창원 로봇대회

도 출전한 적 있고요. 그리고 어떤 코딩 대회도 나간 적 있

고, 솔직히 말하면 생기부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대회 자주 출전할 수 있도록 선생님

이 좀 더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통0고 박00 학생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관련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고 게

임부터 학교 수행평가를 하는 워드까지 많은 부분이 IT쪽

에 기반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흥미가 생기게 되었고 1

학년 때는 동아리 활동도 했어요. 진로는 SW쪽이 아니라 

관련이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씩 병원에 가

는 차트 프로그램이나 진료 기록 프로그램에서 그런 프로

그램을 쓰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개선시키거나 할 때 필요

할 것 같고, 학교에서 필요한 지원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

다.” -통0고 차00 학생

Ⅳ. 연구 결과 및 제언

1) 연구 결과

본 연구는 50여개의 선도학교를 선정한 후 운영 현황 및 

효과성을 실시하였다.

먼저, SW교육 선도학교 현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간 SW교육 시수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초등학

교에서는 6학년을 기준으로 약 19.1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에서는 연간 약 38.25시간, 고등

학교에서는 연간 약 49.88시간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SW교육 유형을 언플러그드 활동, EPL, 피지컬 컴퓨

팅으로 나누어 비율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세 활동

이 비슷했으며, 중등에서는 EPL과 피지컬 컴퓨팅이 높게 나

타났다. 

셋째, SW선도학교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학위와 

전공과목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정보/컴퓨터 관련 전

공 5명, 중학교에서는 10명 그리고 고등학교는 담당교사 8명

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사 및 학부모 대상 SW교육 교내 연수 횟수는 초등

학교 약 2.73회, 중학교 약 1.42회, 고등학교 약 0.88회로 나

타나 초등학교에서 많은 SW연수가 실시되고 있었다.

다섯째, 학습교구 현황에서 언플러그드 활동자료는 학교급

이 올라갈수록 빈도가 줄어들었으며, EPL은 초등학교와 중

학교가 대부분 엔트리와 스크래치의 블록기반 코딩을 한 반

면 고등학교에서는 파이썬을 활용한 텍스트 코딩을 하였다. 

피지컬 컴퓨팅은 중등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로봇, 드론, 센서

보드 등 다양한 도구들이 활용되었다.

SW교육 학생만족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별 만족도 분석 결과  초등학교(4.06)와 고등

학교(3.96), 중학교(3.74) 순으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음

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역규모별 만족도 평균 분석 결과 읍면지역, 중소도

시, 대도시 순으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지정연차별 만족도 분산 분석 결과 1년차가 3년차보

다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2년차가 3년차와 4년차보

다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학급수별 만족도 분산 분석 결과 소규모 학교의 평균

이 대규모 학교와 중규모 학교보다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

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성별 만족도 평균 분석 결과 남학생의 평균은 4.09

점이며 여학생의 평균은 3.85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유

의미한 차이(p < .000)가 있었다.

여섯째, 동아리 활동별 만족도 평균 분석 결과 동아리 활동

을 실시한 학생의 평균은 4.27점이며 하지 않는 학생의 평균

은 3.87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p < .000)

가 있었다. 

2) 제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SW교육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제

언을 제시한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SW교육에 필수로 배정된 17차시는 

SW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하기 부족한 시수이다. 불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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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교육기회 제공은 결국 SW 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연

결될 수 있다. SW교육 희망 시수 조사 결과 일주일에 2시간

을 가장 선호하는 점, 학생 만족도와 학생 인식도가 희망 시

수에 영향을 미치는 점, 학생의 인식도와 교사의 인식도가 높

을수록 학생의 SW교육 희망 시수가 높아지는 점 등은 심층 

인터뷰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향후 SW교육 수

업시수 확대를 통한 보다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SW교육에 있어 현장 교사가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교육과정상 SW교육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이다. 현 교

육 체제에서의 학생들은 매 년 SW교육을 연속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 때 한 학기, 중학교 때 일 년(또는 집중이수

제로 인해 한 학기)만 받으면 SW 필수교육과정을 모두 이수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어느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중

학교 1학년 때 SW교육을 받았다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SW교육을 받지 않게 되며. 정보교과를 선택과목으로 두고 있

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더라도 최소 2년의 SW교육의 공

백이 생기게 되는 맹점이 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

학년에 정보교과를 편성하였다면 더욱 SW교육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초중고 연계 교육을 통해 컴퓨팅 사고

력의 확산과 학생의 기초 능력 향상이 필요하며, 대입과 관련

된 다양한 연계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셋째, 인터뷰에서 학교에 공통적으로 바라는 점으로 인프

라 확충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특히 무선망 확충에 대한 목

소리가 높았는데 SW교육이 실질적으로 단위 학급에서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각 교실에 무선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충

분한 예산 확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SW교육이 학

교당 1실 또는 2실밖에 되지 않는 컴퓨터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학급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컴퓨터실을 사용하는 시수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으니 이를 위해 컴퓨터실을 

추가 확보하거나 SW교육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고 별도의 정

보교육실 또는 SW교육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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