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오한†․ 최정임††

†안동 학교 컴퓨터교육과, ††안동 학교 교육 학원 컴퓨터교육 공

Oh-Han Kang†․ Jeong-Im Choi††

†Dept. of Computer Education, Ando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 한 학교 ‘정보’ 교과서의 ‘문제 해결과 로그래 ’ 단

원에 한 탐구  경향을 분석하 다. 연구에서는 3종의 교과서를 상으로 Romey의 분석방법을 

용하 으며, 4개의 분석요소인 본문, 자료, 활동, 평가에 한 분석을 통해 탐구  경향을 확인하

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권의 교과서는 3개의 분석요소에서 탐구  경향이 높았으며, 한 권의 

교과서는 1개의 분석요소에서 탐구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악되었다.  

 

2015년 개정 정보 교과 교육과정(이하 ‘최근 정보 

교육과정’)에서는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기술을 바탕으로 실생활과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 이고 효율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

다[1]. 

최근 정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4개의 역인 정

보 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 해결과 로그래 , 컴퓨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정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 의 하나는 소 트웨어 심으로 교육 

내용을 확  개편된 것이다. 를 들면, 2009 개정 교

육과정의 ‘문제 해결 방법과 차’ 역은 최근 정보 

교육과정에서 ‘문제 해결과 로그래 ’ 역으로 환

되었고, 세부 단계가 컴퓨  사고력 함양을 한 내용

으로 구체화되었다. 내용  체계에서 ‘문제 해결과 로

그래 ’ 역을 강화하고, 컴퓨  사고력 함양을 한 

핵심 개념으로 추상화가 도입되었으며, 컴퓨  사고력 

기반 문제 해결 과정이 추상화, 알고리즘, 로그래

으로 단계별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제작된 정보 교과서는 학생들이 탐구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Romey

의 분석방법[2]을 용하여 정보 교과서의 탐구  경

향을 악한다. 

교육과정에 따르면 정보 교과서에서 3번째 단원인 

‘문제 해결과 로그래 ’의 목표는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따라 실생활의 문제를 추상화하여 해법

을 설계하고 로그래  과정을 통해 소 트웨어로 구

하여 자동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고 

학습효율을 높이기 해서는 학습자의 탐구성의 배양

과 컴퓨  사고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역이 구성되어

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보 교과서의 ‘문제 해결과 

로그래 ’ 역의 분석은 다양한 형태의 분석법 

에서 Romey 분석방법을 용하는 것이 합하다. 

련 연구

Romey는 교과서의 탐구성을 분석하기 해 정량  

분석 방법을 제시하 다[2]. 평가 역에 한 수식을 

정의하고 평가지수를 산출하여 교과서가 권 인지 

탐구 인 것인지를 별한다. Romey 평가지수를 기

으로 교과서의 탐구성 수 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지

수(R)이 0이면 학생의 참여나 활동이  없는 권

인 교과서이다. 평가지수가 0<R≤0.5이면 학생의 활

동이 부분 으로 이루어지지만 권 인 교과서이다. 

평가지수가 0.5<R≤1.5이면 탐구 인 교과서로 가장 

바람직하다. 평가지수가 R>1.5이면 탐구 인 경향이 

과다하여 학습에 한 자료가 부족한 교과서이다. 교

과서 구성에서 분석요소는 본문, 자료, 활동, 평가로 분

류되며, 각각에 한 Romey 평가지수의 산출 식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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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요소
본문 자료 활동 평가

식

본문

식

설명

a: 사실의 진술, b: 결론/일반화, c: 정의

d: 질문 후 즉시 답을 제시하는 진술

e: 학생들에게 자료 분석을 요구하는 진술

f: 학생들에게 자신의 결론을 만들게 하는 

진술

g: 학생들에게 활동을 실행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진술

h: 교과서에서 직 인 답을 제시하지 않는 

질문

자료

식

설명

a: 설명의 목 을 해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림이나 도표

b: 학습활동이나 자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하

는 그림이나 도표

평가

식

설명

a: 교과서에서 직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

b: 정의를 묻는 질문

c: 학습한 바를 응용하도록 하는 질문

d: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질문

<표 1> Romey 평가지수 산출 식

Romey의 분석방법을 정보 교과서에 용하여 교과

서의 탐구성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김자미[3, 4] 등은 학교 정보 교과서의 ‘문제 해결 방

법과 차’, ‘정보기기’ 역에 한 탐구성을 분석하

다. 연구에서는 Romey 분석법을 용하여 교과서를 

분석하 으며, 연구 결과를 토 로 정보 교과의 특성

을 반 한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

다.

강오한[5]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반 된 6권의 

학교 정보 교과서의  ‘정보기기의 구성과 동작’ 역에 

한 탐구성을 분석하 다. Romey 분석법을 사용하

으며, 4가지 분석요소는 본문, 자료, 활동, 평가로 구분

하 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요소 에서 활동의 

탐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문의 탐구성이 가

장 낮게 나타났다. 

2.1 교과서 분석 기

교과서의 탐구성 분석을 한 4가지 분석요소는 본

문, 자료, 활동, 평가로 구성된다. <표 2>는 교과서 구

성 항목에 하여 분석요소의 용 유무를 나타낸 것

으로, 각 항목에서 ‘o'로 표시된 분석요소는 분석을 수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면, 본문 항목의 경우에

는 분석요소 에서 본문, 자료, 활동에 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

분석요소

구성 항목
본문 자료 활동 평가

본문 O O O 

스스로 해보기 O O

스스로 융합하기 O O 

스스로 더하기 O  

함께하기 O O 

알고하자! 로그래 O  

차근차근 따라하는 

로그래
O  

스스로 정리하기 O O O O

<표 2> 교과서 구성 항목에 따른 분석 유무

Romey의 평가지수를 산출하기 하여 교과서 구성 

항목이 분석요소 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단한 

후 문장 단 로 분석한다. 교과서 내용에서 분석요소 

별로 해당하는 개수를 악하여 역 단 로 합계를 

구한다. 이것을 Romey 평가지수 산출 식에 용하여 

평가지수를 구할 수 있다. <표 3>은 교과서의 일부 페

이지에 해 문장 단 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페이지
본문 자료 활동 평가

a,b,c,d e,f,g,h a b c,d 활동수 n a,b c,d

74 3 1 1 1

75 4 2 1

76 4 1 1

77 1 2 1 1

78 1 1 1

79 4 2 1

80 4 1 1 1

81 3 1 1 1

82 1 5 1

83 2 1 1

85 3 3 1 1 1

계 19 5 8 5 5 12 11 1 1

<표 3> 페이지별 문장 단 의 분석 결과 시

2.2 교과서 분석 결과

본 논문에서는 3권 교과서(A, B, C)의 ‘문제 해결과 

로그래 ’ 단원에 한 탐구성을 분석하 다. 교과

서 A와 C는 단원이 3개이며, 교과서 B는 단원이 

2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은 교과서에서 본문에 한 탐구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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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이다. 본문에서 질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료 분석을 요구하거나 학생들에게 자신의 결론을 만

들게 하는 진술은 탐구  경향이 높은 문장으로 분류

된다. 한 학생들에게 활동을 실행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진술은 탐구성을 요구하는 항목에 포함된다. 

[그림 1] 교과서의 본문 분석

본문을 분석한 결과, 교과서 B의 Romey 지수가 

0.665으로 나타났으며, 지수가 0.5<R≤1.5이어서 탐구

인 교과서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른 교과서들은 다소 권 인 형태로 본문이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서 그림이나 도표와 같은 학습 자료의 구성

에 한 탐구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

다. 

[그림 2] 교과서의 그림  도표 분석

학습 자료의 탐구성을 분석한 결과, 교과서 A와 B

의 Romey 지수가 각각 0.946과 1.474인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이들 교과서의 학습 자료들은 탐구성이 높

게 구성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B 교과서는 두 개

의 역 사이의 탐구성 편차가 크게 구성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 학습 활동에 한 탐구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교과서의 학습 활동 분석

교과서에서 학습 활동에 한 탐구  경향의 분석에

서 교과서 A와 B의 Romey 지수는 각각 0.969와 0.831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은 탐구 인 교과서로 가장 

바람직한 지수(0.5<R≤1.5)를 보여 으로써 탐구  경

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단원의 끝을 구성하는 단원정리  평가에 한 

탐구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교과서의 평가에 한 분석

교과서의 단원과 단원에 한 탐구  경향 분석

은 평가문항이 본문에서 학습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응

용하고 있는지에 한 것이다. 

평가에 한 탐구  경향을 분석한 결과, 교과서 A

와 C의 Romey 지수가 각각 1.333, 1.274인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이들 교과서의 평가 항목들은 탐구성

이 높게 구성된 것으로 단된다. 교과서 B는 두 개의 

역에서 탐구 인 경향이 과다하여 학습에 한 자

료가 부족한 형태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2018 22 1

본 논문에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제

작되고, 2018년부터 사용될 학교 정보 교과서의 탐

구  경향을 분석하 다. 3권의 교과서를 상으로 ‘문

제 해결과 로그래 ’ 단원에 Romey 분석방법을 

용하 다.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각 교과서에서 분석요소 별

로 탐구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두 권의 교과서는 

3개의 분석요소에서 탐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각 교과서의 1개 분석요소에서 탐구성이 낮거나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한 권의 교과서는 1

개의 분석요소에서 탐구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3개의 분석요소에서 탐구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 상 교과서들에서 분석요소 별로 탐구성

이 낮거나 과도하게 높은 단원의 구성을 보완하면 

2015 개정 정보 교육과정의 취지에 더욱 부합되는 교

과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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