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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예비 정보교사들이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학생 주도적으로 고안해나갈 수 있도

록 하는 캡스톤 디자인 강의의 개발에 대해 논한다. 본 논문은 기초연구로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의 개발 과정 및 단계를 설계

하고, 교과목 개발의 바탕이 되는 정보교사의 역량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후속 연구로서 본 논문에서 선정한 정보교사의 역량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요구분석을 실시하고 실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개발하여 예비 정보교사들을 대상으로 캡스톤 디자인 강

의를 실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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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도 지능정보사

회의 도래에 발맞추기 위하여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였으며, 

이것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정보교과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컴퓨팅 사고력의 향상

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의 정보교육 현장에

서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문제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했

으며, 예비 정보교사 양성 교육과정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정보교육 현장의 요구와 필요에 대해 예비 정보교사들이 

직접 고민하고 그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해보도록 정보․  컴퓨터 

교사양성과정의 교과교육학 과목에 일반 강의식 수업 방식이 아닌 

캡스톤 디자인 교수 전략을 적용한 교과목을 설계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본 연구에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의 개발은 교수 설계모형인 

ADDIE 모형의 절차를 따르고자 한다. ADDIE 모형은 분석

(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 

평가(Evaluation)로 이어지는 다섯 단계의 머릿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으로, 교수 설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모델이다[1].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의 개발 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Table 1과 같다.

단계 활동 내용

분석

학습목표 

분석
정보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추출

학습자 

특성 및 

요구분석

설문을 통해 학습자(예비 정보교

사)의 요구를 분석 

학습환경 

분석

산학협력이 필요한 캡스톤 디자인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환경 분석

설계

학습목표 

명세화

요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부 학

습목표 명세화

프로그램 

구조화

목표 달성에 적합한 캡스톤 디자

인 수업 유형 선택 및 적용

교수 전략 

수립
산업체 참여 정도 및 방법 설정

평가 도구 

선정

평가 도구 및 방법, 비율 등 설정

(외부 전문가 참여, 동료평가 여부 

등 다양하게 고려)

개발

강의계획서 

및 교수자료 

개발

강의계획,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위한 각종 양식, 이외 필요한 교

수자료 개발 및 확보

실행 수업 실시 매주 3시간씩 15주간 실시

평가
학습자 설문 

실시

설문조사를 통한 학습자 만족도 

및 학습목표 달성 여부 평가

Table 1.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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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은 2008년 발표된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여기에 정보・

컴퓨터 교사의 자격 기준을 제시하였다[2]. 고영민, 김대영, 김한일

(2016)은 중등 정보교사의 역량모델을 개발하였고[3], 홍선주, 남민

우, 이영태, 이동원, 박수정(2017)은 지능정보사회에서 교사에게 필요

한 역할 및 역량을 제안하였다[4]. 정보교사에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교사집단 전체에게 필요한 역량을 일반론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예비 

정보교사 또한 갖추어야할 역량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연구들에서 

제시한 역량들 중 교과교육학 영역과 관련 있는 것을 정리하여 나타내

면 Table 2와 같다.

한국교육과정평

가원(2016)[2]

고영민 

외(2016)[3]
홍선주 외(2017)[4]

정보 교육 

전반에 대한 

학문적 소양

정보문화소양

정보 

교육과정의 

이해, 수정, 

적용

국가 교육과정의 

이해 및 재구성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기획

사회 패러다임 이해 

및 변화 대응

교육과정 편성

학습 

생태계 

조성

학습자원 조직

학습생태계 조성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한 

교육방법 선택

수업 전략 수립 

및 운영

학습관리
학습데이터 관리

학습데이터 활용

개인 

맞춤형 

학습 

설계

학습자 진단

맞춤형 학습설계

교수・학습에 

대한 이해

빅데이터 해석

실제적 학습문제 개발

학습과정 

추적
진단적 피드백 제공

적절한 

평가방법 적용

교육평가 계획 

수립 및 실행
학습 성과 평가

교육내용 

재구성 및 

적절한 도구 

활용

정보 교육과정 

재구성
학습테크놀로지 개발․선정․활용

수업 설계 및 

운영

정보 교수․학습 

전략 수립 및 

활용 능력

수업실행

교수학습 

커뮤니케이션

정보교과 평가 

계획 수립 및 

실행

퍼실리테이션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능력
수업문제 해결

Table 2. 정보교사의 역량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예비 정보교사들이 학교의 정보교육 현장의 어려움

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고민해보는 캡스톤 디자인 강의 

개발의 기초가 되는 개발 과정과 정보교사의 역량에 대해 논의하였다. 

후속 연구로 본 논문에서 다룬 정보교사의 역량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설계 및 

개발하고 적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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