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융합산업은 전자, 기계, 건축, 건강, 금융 등 비 소프트웨어 분야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

는 산업으로 현재 4차 산업 혁명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 선도 역할을 하는 기업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대표적인 

IT기업이라 할 수가 있다. 미국 이외에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러한 혁신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직업의 수요는 과거의 전통적인 

분야에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야의 직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산업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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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SW 교육 도구 / 학습 학교가 운영하는 SW 교육 활동이 학생들의 사고와 컴퓨팅 인식 및 컴퓨터 사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SW 교육 도구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수업 준비와 수업 시간을 찾기 위해서 실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W 교육 연구 / 선도 학교 중에

서 15 개의 중학교를 선정하였으며 각 학교의 SW 교육에 대한 교과 과정, 운영 계획 및 운영 보고서를 참고하여 결과를 분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W 수업을 위한 다양한 실험 도구와 시간을 준비하여 수업에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별 

교육 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SW 연구 / 선도 학교는 다양한 과목(정보 과목 SW, 일반 과목 SW 융합 교육, 방과 후 SW 교육 

및 SW 체험 학습 활동)에서 컴퓨터 SW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정보과목 SW에 속한 교육의 구성이 학습자의 컴퓨팅 

사고 능력과 컴퓨터 사용 태도와 인식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attempts to find effective instructional arrangements and class time using SW teaching tools so that SW teaching activities 

run by SW teaching research / leader schools can improve students’ thinking and computing awareness and computer use. For this 

study, 15 middle schools were selected from the SW education research / leader schools, and the data of the curriculum, operation plan, 

and operation report on SW education in each school were referenc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Based on this, various 

experimental tools and time were prepared for SW class and applied to the class. Finally, based on the test results, we compared and 

analyzed educational activities by school. As a result, SW research / leader schools are operating computer SW curriculum in various 

subjects (information subject SW, general subject SW convergence education, after-school SW education and SW experience learning 

activities). Among them, the educational composition belonging to the information subject SW showed the greatest influence on 

learner’s computing thinking ability, computer use attitude and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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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의 교육은 급변하는 산업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변

화하고 있다. 즉 컴퓨터 활용을 위한 지금까지의 컴퓨터 수업은 이미 개발되어진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을 단순히 활용하는데 중

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 지금은 알고리즘을 통해 컴퓨터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것을 토대로 직접 코딩을 해보면서 소프트웨

어의 활용에 대한 기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1-3]. 유럽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2014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행중이며 점차 유럽의 주변 국가들에게 전파되어 시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교육의 중심이 

소프트웨어 분야로 옮아감에 따라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도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교육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이나 교육 컨텐츠 도구 등에 주목하고 있다[4,5]. 국내에서는 의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주목한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가 중심이 되어 통합형(문·이과) 교육과정 개정안(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6]. 개정된 2015 교육과정에서 소

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내용에는 학급별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반영되어 기존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필수화

된 소프트웨어 교육이 포함되어져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는 실과 과목 중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대신하여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이 교체되었고, 중학교는 기존의 선택 과목 이였던 정보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바꾸어 중요성을 높였으며, 고등학교는 

기존에는 심화선택 해야 하였던 정보 과목을 일반선택 과목으로 전환하여 기초 단계에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소프

트웨어 교육은 2018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학교 현장 적응을 위한 다양한 우수 교육 모델이 

개발 되었다.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일정 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히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본 연구는 정규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 에 대한 운영의 경험과 교육의 품

질 수준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었다고 여겨지는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 중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 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활동의 내용을 이미 발표된 사례를 통하여 확

인하고, 교육 구성별로 분류 및 취합한 소프트웨어 교육 활동의 특징을 비교하여 학생의 컴퓨팅 활용 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소프

트웨어 수업은 어떠한 구성(컨텐츠, 도구, 수업시간 등)인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SW 교육 구성

2.1 SW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에 언급된 학급별 교육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초등학교는 소프트웨어 체험을 중심으로 하여 

소프트웨어와 실생활을 연관시켜보고, 실생활의 문제 해결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 

알고리즘의 기초 개념을 보여준 다음 점차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이해로 사고를 확장시킨다. 중학교는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기위

하여 필요한 요소들 즉 컴퓨터, 알고리즘, 프로그램, 정보윤리 등의 기본 개념들의 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간단한 문제를 설계하고 

코딩해 본다. 고등학교는 한층 수준이 높은 문제 인 융합적인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며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발

전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한 정보의 구조화 추상화, 모델화 및 평가 등에 대하여 학습하고 정보의 개념과 체제, 융합에 능력

을 배양한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영역은 3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생활과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 윤리, 

정보처리 개념 등을 다룬다. 다음으로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영역에서는 정보 및 알고리즘, 소프트웨어의 개념 및 구조를 다룬

다. 마지막으로 컴퓨팅 및 문제해결 영역에서는 정보처리 원리 및 정보 및 알고리즘, 프로그램의 설계 및 이해, 평가가 이루어지

고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한 융합 활동의 내용을 다루게 된다. 학교 급별 소프트웨어 교육 영역의 내용 요소는 Table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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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 element s of software education by school class 

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 및 소프트웨어

나와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및 생활 변화

소프트웨어 활용 및 중요성

- 소프트웨어 종류 및 특징 

- 소프트웨어 활용 및 중요도

정보 생활과 컴퓨팅

- 컴퓨팅기술 및 융합

- 미래의 소프트웨어

정보 윤리

- 사이버공간과 예절

- 인터넷중독 및 예방

- 개인 정보 보호란

- 저작권 보호란

정보와 윤리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 지적재산권 보호 및 정보공유

정보 윤리

- 지적재산 및 정보 윤리 

- 정보 보안 및 관련 기술

정보기기 구성과 정보 교환

- 컴퓨터 시스템

- 네트워크 정보교환

정보기기 동작 및 처리

- 정보기기 동작 개념 

- 정보처리 순서

알고리즘 및 프로그래밍

문제 해결과 체험

- 문제의 이해 및 구조화

- 문제해결 방법의 탐색

정보 유형 및 구조

- 정보 형태

- 정보 구조

정보의 표시 및 관리

- 정보 표시

- 정보 관리 

컴퓨팅 이해

- 문제 해결 절차 및 이해

- 문제 분석 및 구조화 

- 문제 해결 전략

컴퓨팅 사고 란?

- 구조화

- 추상화

-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체험

- 알고리즘 개념

- 알고리즘 체험

알고리즘 이해

- 알고리즘 이해

- 알고리즘 설계

알고리즘이란?

- 복합구조 알고리즘 설계

- 알고리즘 분석과 평가

프로그래밍의 체험

- 프로그래밍 이해

- 프로그래밍 체험

프로그래밍 이해

- 프로그래밍 언어 이해

- 프로그래밍 기초

프로그래밍 이해

- 프로그래밍언어 분류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래밍

- 프로그래밍이란?

컴퓨팅 및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팅 사고 

- 문제 해결(실생활)

- 문제 해결(다양한 영역)

 컴퓨팅 사고와 융합활동

- 프로그래밍 및 융합

- 팀프로젝트 제작 및 평가

2.2 SW 교육도구

언플러그드(Unplugged)란 생활의 주변 소재를 활용한 놀이 활동을 함으로써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과학의 내용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언플러그드 활동은 간단한 도구나 보드 게임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는 지역에서도 활동이 가능

하고, 놀이를 통해 컴퓨터적인 사고를 향상시키고 컴퓨터의 작동원리와 개념들을 배울 수 있다. 현재 컴퓨터 과학을 이해하기 위

한 언플러그드 교육으로 .스토리, 신체, 도구, 학습지 기반의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7]. 

2.2.1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Education Programming Language, 이하 EPL)란 프로그래밍 학습의 도구로 개발된 프로그래밍 도구

이며 본격적인 SW 개발에 앞서 코딩의 기초 경험을 쌓는 용도로 적합하기 때문에 접근성과 친화력이 우수하다. 현재 그래픽 블

록 기반의 스크래치, 엔트리 등과 텍스트형 언어에 기반을 둔 두리틀, 로고 등다양한 EPL이 소개되어 있다[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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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피지컬 컴퓨팅

피지컬 컴퓨팅(Physical Computing)이란 전자적 소자인 디지털 센서 등을 이용하여 빛, 소리 및 조도 센서 등으로부터 입력을 

받아들이고, 모터나 LED 등으로 출력하는 일을 수행한다. 도구로는 로봇형태, 모듈형태, 보드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물인터

넷(IoT)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10-12].

가. 로봇형태 피지컬 컴퓨팅

로봇형태의 피지컬 컴퓨팅은 완제품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도 쉽게 다룰 수 있다. 그리고 명령어들이 모듈화 되

어 제공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싸고 활용에 한계가 존재한다. 코딩을 통해 로봇을 동작(소리, 

불빛 등) 시키거나 장애물을 피해서 미리 정해진 노선을 따라가도록 관련 설정을 입력하여 현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로봇형태 

피지컬 컴퓨팅 도구로는 햄스터, 알버트 등이 있다[11].

나. 모듈형태 피지컬 컴퓨팅

모듈형태의 피지컬 컴퓨팅 도구는 다양한 센서, 모터 등이 모듈화 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원하는 모듈을 선택하여 포트에 연결

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제품간의 호환이 힘들다. 모듈형태 피지컬 컴퓨팅 도

구로는 레고마인드스톰, 레고위두, 비트브릭 등이 있다[11].

다. 보드형태 피지컬 컴퓨팅

보드형태의 피지컬 컴퓨팅 도구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포함한 컴퓨터 메인보드 형태의 기판이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컨트

롤러를 내장하고 복수개의 아날로그 입력 핀과 디지털 입출력 핀으로 구성된 오픈 하드웨어 보드인 아두이노 UNO보드가 있다. 

이 보드는 아두이노 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EPL을 통하여 입출력을 제어할 수 있으나 관련된 전기 회로나 전자적인 지식이 필요

하기 때문에 초급자는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컴퓨팅의 초기 단계에서는 센서보드가 효과적이

다. 센서보드는 다양한 센서들을 보드 안에 모아 놓았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전기·전자 지식이 필요 없어, 어린 

학생들부터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센서보드로는 스크래치용 피코보드와 엔트리용 센서 보드가 있다[11,12].

3. 컴퓨팅 사고력에 따른 SW교육

3.1 연구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현재 컴퓨터교과를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15개교를 연구대상 학교로 선정하였다. 또한 신뢰성 있는 조사가 

되기 위하여, 사전 실태조사와 연구 주제 및 연구 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연구 과제를 실행하였다.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 과제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이하 CT)과 

SW교육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대한 검사와 설문을 진행하여 운영 결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SW교육의 성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통제집단은 인근의 학교 중에서 연구대상 학교와 학생 수가 비슷한 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태도 및 인식에 대한 검사지와 설문지를 통하여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고 T검정을 실시하여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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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roup of schools subject to information subjects

대상 학교

∙ CT 향상 그룹: Computational Thinking가 향상된 학교(5개교)

∙ CT 약간 향상 그룹: Computational Thinking가 약간 향상된 학교(3개교)

∙ CT 향상X 그룹: Computational Thinking가 향상 되지 않은 학교(7개교)

3.2 검사 도구

컴퓨팅 사고력 검사지는 총 23개의 문항이며 사지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은 네 가지 SW능력 요소인 분석능

력, 설계능력, 구현능력, 추론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컴퓨팅 사고력의 네 가지 SW능력 요소는 다음

과 같다[13].

∙ 분석능력: 문제를 이해하고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다.

∙ 설계능력: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 구현능력: 문제 해결 방법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 추론능력: 추상화를 통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고 T검정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

되었다.

3.3 SW교육에 대한 태도 조사

학습자의 태도 및 인식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도 향상 그룹’과 ‘태도 향상X 그룹’의 SW교육도

구의 종류별 사용빈도와 SW교육에서 피지컬 컴퓨팅의 활용 여부를 종합하여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SW교육에 대한 태도 조사

지는 총 36개의 문항이며 리커트 척도 5점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답은 ①~⑤의 답안이며 ③을 기준으로 큰 수로 갈수록 

긍정적인 답안이며 작은 수로 갈수록 부정적인 답안으로 설정하였다. 문항의 내용에는 SW교육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묻는 내용

이며 SW교육은 쉽다, 어렵다, 좋다, 나쁘다, 이해할 수 있다, 혼란스럽다 등으로 나누어진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점수를 비교하고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Table 3. Target school group for information teaching

대상 학교

∙ 태도 향상 그룹: 태도 향상이 이루어진 학교(6개교)

∙ 태도 향상 X그룹: 태도가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8개교)

4. 연구결과 및 분석

4.1 정보교과의 SW교육

학습자의 컴퓨팅 사고력은 SW교육 도구에 따라서 수업 형태와 수업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SW교육 도구의 종류

별 사용빈도를 분류하여 비교해 본 결과 SW능력 요소가 향상된 그룹의 전체학교에서는 모두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하였으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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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지 않은 그룹에서는 약 28%의 학교에서만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하였다. 또한 ‘CT 향상 그룹’과 ’CT 약간 향상 그룹’ 전체 학

교에서는 EPL과 피지컬 컴퓨팅을 주로 활용한 반면 ‘CT 향상X 그룹’의 학교에서는 언플러그드와 EPL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나

타났기 때문에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한 교육이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연관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Fig. 1

과 같다. 다음으로 Fig. 2와 Fig. 3에서 정보교과 수업에서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의 형태별 사용빈도와 연간 전체 수업시간을 종합

하여 그룹 간을 비교해보면 같이 ‘CT 향상 그룹’과 ’CT 약간 향상 그룹’의 전체 학교에서는 보드형태나 로봇형태의 피지컬 컴퓨

팅을 각각 활용하여 연간 최소 34시간에서 최대 68시간을 교육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CT 향상X 그룹’ 중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

한 2개교에서는 보드형태와 로봇형태를 혼용하여 연간 34시간 교육하였다. 비교 결과에 따르면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한 교육에

서 그 효과가 나타나가 위해서는 형태별 학습시간이 연간 최소 34시간 이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CT 향상 그룹’의 학교에서는 

EPL과 아두이노를 연동하여 68시간 교육한 반면 ‘CT 약간 향상 그룹’과 ‘CT 향상X 그룹’에서는 EPL과 아두이노를 연동하거나 

아두이노만을 활용하여 34시간을 교육하였다. EPL과 아두이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교육도구에 대한 학습 시간이 충분

히 이루어져야 하며 아두이노만을 활용한 활동보다는 EPL과 연동하여 원하는 코딩에 따라 아두이노를 제어해보는 활동을 해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로봇형태의 피지컬 컴퓨팅 교육 수업시간을 비교한 결과 ‘CT 향상 그룹’의 학교에

서는 EPL과 로봇을 연동하여 교육한 반면 ‘CT 약간 향상 그룹’과 ‘CT 향상X 그룹’에서는 로봇만을 활용하거나 EPL과 로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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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노를 연동하여 교육하였다.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제시한 알고리즘대로 로봇을 동작시키는 

활동은 68시간이나 수업을 하여도 학생들에게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EPL과 로봇을 연동하여 원하는 코딩에 따라 로

봇을 제어해보는 활동을 해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EPL과 로봇, 아두이노를 모두 연동하여 교육할 때에는 

학습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예상할 수 있었다. 특히 아두이노 보다 로봇이 활용 면에서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정리

하면 Fig. 4와 같다.

 

4.2 태도 및 인식에 따른 SW교육

학습자의 태도 및 인식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보교과를 운영하고 있는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태도 향상 그룹’과 ‘태도 향상

X 그룹’의 SW교육도구의 종류별 사용빈도와 SW교육에서 피지컬 컴퓨팅의 활용 여부를 종합하여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Fig. 5

와 Fig. 6에서 ‘태도 향상 그룹’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한 교육을 하였으나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하지 않은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확인 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컴퓨팅 사고력과는 다르게 태도에서는 다양한 

SW교육도구의 활용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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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W교육 수업이 컴퓨팅 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능력은 전체 SW교육활동 중 정보교과의 SW교육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정보교과의 SW교육은 학생들의 태도 및 인식은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교과의 SW교육은 학생들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SW정보교과를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교육에서 활용한 SW교육도구에 따라, 그리고 수업의 형태와 수업

시간, 학생의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이나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SW정규 교육과정

이 SW교육 수업이 컴퓨팅 활용능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교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정보교과의 SW교육은 학습자의 수준

에 맞추어 쉽고 재미있게 내용을 구성하고 SW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수업시간으로 운영하

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 외에 나머지 SW 교과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학

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태도 및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SW융합교육, 방과 후 활동, 체험학습활동의 모든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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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에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및 교육활동이 구체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SW 정보교

과를 중심으로 한 연계성 확립 및 교육 시간의 확보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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