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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학년군과 교과군이 도입되고 집  이수제와 창

의  재량활동이 강화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이하 

‘새로운 교육과정’)이 발표되어 2011년부터 단계

으로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학년

군 단 로 교육과정이 용되며, 선택과목은 집

과정 운 에 합하게 수 별로 제시하도록 명시

하 다. 이에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용되던 정

보 교과도 새로운 교육과정의 방향에 맞게 연구

되어 고시되었다[1].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정보 교과의 첫 번째 특

징은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교육에 한 요구와 

교과의 정체성을 반 한 것이다. 계산  사고를 

기반으로 문제해결력 강화를 통한 정보과학 교육

을 강화함으로써 교과의 정체성을 반 하도록 하

다. 최근 정보기기와 인터넷의 부작용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됨으로써 정보윤리 교

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보 교과에서 이러

한 변화에 응하여 정보윤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역을 추가하

다. 정보 교과의 내용 요소는 4개 역인 ‘정

보과학과 정보윤리’, ‘정보기기의 구성과 동작’, ‘정

보의 표 과 리’, ‘문제해결 방법과 차’로 구성

되어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정보 교과의 두 번째 특

징은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갖도록 교육 내용

을 생활과 련된 문제를 심으로 구성한 것이

다.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주제를 일상생활과 련

된 것으로 다루도록 하 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정보 과목의 목표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정보 과목의 목표는 “정보 과학 기

술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의 다

양한 문제를 계산  사고로 찰하고 해결하는 

능력과 정보윤리 소양을 기르는데 을 둔다.”

라고 설정되어 있다[2, 3].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추어 새로운 교과서들이 

개발되었다. 교과서의 구성은 기본 인 개념과 원

리를 심으로 다양한 활동학습, 실습과제,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하 다. 한 다양한 학습활동 소제를 수록하

고, 학습자의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보

충  심화 학습을 제시하도록 하 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학교 정

보 교과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서와 구분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는 3단계로 구분된 정보 교과의 내용요소에 맞추

어 3권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학년군 단 가 도

입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요소가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과서도 1권으로 개발

되었다. 내용요소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정보 

교과의 정체성과 사회  요구를 반 하여 새로운 

역인 ‘정보과학과 정보윤리’를 추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학교에 보 되어 사용하고 있는 학

교 정보 교과서를 분석하고 개선 을 제안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정보과학  사고와 정보

윤리 교육을 크게 강조하 다. 이에 따라 교과서

의 분석은 새롭게 추가된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역을 상으로 하 으며, 분석방법은 탐구성을 

정량 으로 측정하는 Romey 분석법을 용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교과

서에 한 분석  평가, 정보 교과의 교육과정에 

련된 선행 연구를 요약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

의 연구 방법을 기술하고, 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교과서 분석과 선택기

재까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제작된 

교과서 분석과 선택 기 에 한 다양한 논문들이 발

표되었다. 학교 정보 교과서 분석에 한 연구[4-8], 

정보 교과서의 선택기 에 한 연구[9-11],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에 한 연구[12]들이 수행되었다.

강오한[4]은 교사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보 교과서에 한 만족도를 분석하 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를 한 다양한 강의자료 제공과 연수를 

제안하 다. 진 학[5]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학교 정보 교과서 8종을 체계와 내용의 두 

가지 거를 기반으로 내용 분석법으로 분석하고, 교과

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김자미[6-8]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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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출

년도
표 자 출 사

학교

정보
2013

김종갑 한국교과서주식회사

김 철 천재교육

이태욱 두산동아

오민근 (주)삼양미디어

최완식 (주)교학사

한경문 (주) 성출 사

<표 1> 인정 승인 학교 정보 교과서

정보 교과서에서 각각 ‘정보기기’, ‘문제 해결방법과 

차’, ‘정보의 표 과 리’ 역에 한 탐구  경향을 

분석하 다. 연구에서는 Romey 분석법을 용하여 교

과서를 분석하 으며, 연구 결과를 토 로 교과의 특성

을 반 한 교과서 개선안을 제시하 다.

최길수[9-10]는 기존 교과서 평가 거들을 비교한 

후 정보 교과서를 분석하기 한 새로운 선택 거를 

제안하 으며, 새로운 정보 교과서를 Hutteman과 

Romey의 분석법으로 평가하 다.  

김 주[11]는 학교 여건에 합한 정보 교과서 선정

을 한 거를 제안하고, 정보 교과서에 한 창의  

문제 해결력의 정량  분석 방법을 제안하 다. 강오한

[12]은 6권의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에 Romey 분석법을 

용하여 탐구  경향을 분석하 으며, 이를 근거로 정

보 교과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Romey[13]는 과학 교과서를 기 으로 학습자에게 탐

구성을 제공하는 정도를 정량 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Schmidt[14]는 학교에서 일반 교과서를 선

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선택 거를 제안하 다. 교과

서 평가 거로 출 사와 자, 물리  특성, 목표, 내용, 

내용의 조직범  순서, 교수학습 방법, 평가, 구성요소 

역을 사용하 다. Ornstein[15]는 교과서가 교육과정

을 반 하는 것이므로 보다 정 하고 정량 인 분석법

이 용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 다. Huetteman[16]는 

교과서의 비교와 평가를 해 교과서 내용을 정량화할 

수 있는 9개 역의 교과서 특징을 제시하 다. 

재까지 발표된 정보 교과서 분석에 한 연구의 

상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정보 교과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정보 교과서에서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역에 한 

탐구성을 분석하 다. 본 논문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용한 교과서에 Romey 분석법을 용하여 탐구  경향

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2.2 정보 교과의 교육과정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정보 교과는 교육과학기술부 고

시 제 2011-361호[1]로 공포되었으며 2013년부터 용

되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정보 교과의 특징은 정보

과학 분야를 강화하여 계산  사고를 통해 창의  문

제해결력 향상에 을 두었다. 한 사회와 시  

요구를 수용하여 정보윤리 교육을 강화하 다. 

학교 정보 교과서는 <표 1>과 같이 6종이 개발되

어 2012년 8월에 라북도교육청에서 인정 승인을 받

았으며, 2013년부터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학교의 정보 과목은 4개 역인 ①정보과학과 정보

윤리, ②정보기기의 구성과 동작, ③정보의 표 과 

리, ④문제해결 방법과 차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 교

과에서는 내용체계를 학년군 단 로 개발하여 체계

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습 내용요소를 감축하 다. 이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역의 명칭, 순서, 구성 비율 

등이 조정되었다. 교과서의 역별 구성 비율은 25%, 

20%, 20%, 35%이며,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 합하

게 내용을 수록하도록 하 다. 

<표 2>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정보 과목에서 ‘정보과

학과 정보윤리’ 역의 내용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역(단원)  내용 요소

1
정보과학과 

정보사회

- 정보과학 기술의 역사

- 새로운 정보 기술의 윤리  활용

2
정보의 

윤리  활용

- 개인정보의 침해와 응방안

- 지 재산권의 보호와 정보공유

3

정보사회의 

역기능과 

처

- 인터넷 독과 방

- 악성 로그램과 응방안

- 정보기기의 보호

<표 2>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역의 내용

정보사회에서 필요한 새로운 정보과학 기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최근에 사회 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정

보윤리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 다. 개인정보와 

지 재산권의 보호,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처하는 방

법 등을 이해하고 정보 활용의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기르는데 을 두었다. 이 역의 학습 방법은 이론, 

토론  수 별 실습을 용한다.

3. 연구 방법

Romey[13]는 교과서의 탐구  경향을 분석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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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분석 방법을 제시하 다. 5개의 평가 역에 

한 수식을 정의하고 평가지수를 산출하여 교과서가 권

인지 탐구 인 것인지를 별한다. 정량  분석을 

한 분석요소는 본문, 그림과 도표, 학습활동, 장이나 

, 장 종합으로 구성된다. 

<표 3>은 교과서 내용 구성에 한 분석요소와 각 

분석요소에 한 Romey 평가지수의 산출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 분석요소에 한 평가지수 산출을 해 

수식을 정의하고, 산출된 평가지수(Rm)을 근거로 교과

서가 권 인지 탐구 인 것인지를 별한다. Rm=0이

면 학생의 참여나 활동이  없는 권 인 형태의 

교과서이다. 0<Rm≤0.5이면 학생의 활동이 부분 으로 

이루어지는 권 인 형태의 교과서이다. 0.5<Rm≤1.5

이면 탐구  경향이 큰 교과서로 가장 바람직한 형태

로 구성되었다. Rm>1.5이면 탐구 인 경향이 과다한 

교과서로 학습에 한 자료가 부족할 수 있다[12].

분석

요소 
식 설 명 

본문abcd
e fgh

a: 사실을 진술한 문장, b: 결론 는 

일반화를 기술한 문장, c: 정의를 기술

한 문장, d: 질문을 한 후 즉시 답을 제

시하는 진술, e: 질문을 통해 학생들에

게 자료 분석을 요구하는 진술, f: 학생

들에게 자신의 결론을 만들게 하는 진

술, g: 학생들에게 활동을 실행하고 분

석하도록 하는 진술, h: 교과서에서 직

인 답을 제시하지 않는 질문

자료 a
b a: 설명의 목 을 해 정확하게 설명

하는 그림이나 도표, b: 학습활동이나 

자료의 사용을 요구하는 그림이나 도표

활동 a
b

a: 페이지 수, b: 학습활동 수

평가 ab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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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omey의 평가지수 산출을 한 수식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탐구  경향을 분석하기 

한 분석요소를 <표 3>과 같이 본문, 자료, 활동, 평가

로 분류하 다. 이들 4가지 분석요소 에서 평가는 

Romey 분석법에서 장이나 , 장 종합을 의미한다. 이

들은 6권의 정보 교과서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구성되

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장이나 , 장 종합을 합하여 

평가로 분석한다.

<표 4>는 교과서를 구성하는 내용에 하여 4가지 

분석요소의 분석 용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를 들

면, 교과서 내용 구성에서 본문의 경우, 6개 교과서 모

두 2가지 분석요소인 본문, 자료에 해 분석이 이루어

진다. 교과서별 서로 다른 를 들면, 교과서 B, C, D

는 단원 끝부분에 단원정리와 평가문항이 수록되어 

있어서 이들을 평가 분석요소에 용하 다. 교과서 A, 

E의 경우에는 소단원과 단원 끝부분에 평가문항이 

수록되어 있으며, 교과서 F는 단원 끝에만 단원 마무

리 문항이 있다. 따라서 각 교과서에서 이들 부분을 평

가 분석요소에 용하 다.

교과서  내용 구성
분석요소

본문 자료 활동 평가

A

본문 O O  

정보탐구 O

러스 도움말  O  

스스로 확인하기 O 

단원학습정리 O  

정보이야기 O  

단원종합문제 O

B

본문 O O

조사/토의/토론 해보기 O

탐구/토론 해보기 O

실습노트 O O

컴퓨터 실습 O O

토크 O

더 알고가기 O

배운 내용 정리하기 O O

단원평가문제 O

C

본문 O O

선택활동 O O

교과서 밖의 세상 O

심화학습 O

해보기 O

정리하기 O

단원정리문제 O

D

본문 O O

보충학습 O

심화학습 O

탐구활동 O O

읽기자료 O

하나 더 알기 O

해보기 O O

간정리하기 O O

단원정리 O

E

본문 O O

활동마당 O

핵심 check O

스스로 정리하기 O

읽을거리 O

더 알아보기 O

단원 마무리 O

형성평가 O

F

본문 O O

생각열기 O

정보 러스 O  

활동 O O

실습 O

체험활동 O

교과서 밖 정보 세상 O  

한 걸음 더 O  

단원 마무리 O O

<표 4> Romey 분석요소의 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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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서 각 장의 시작부분에 있는 생각열기, 정보

의 창, 단원 미리보기 등의 내용은 단순히 학생들의 동

기유발을 한 이나 만화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

다. 한 각 교과서에 수록된 보조단은 교과서별로 사

용 용도가 서로 달라서 분석에서 제외하 다.

Romey의 평가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교과서 내용에 해 어떤 분석요소들을 용할 

것인지 단한다. 이어서 각 문장이 평가지수 산술식에

서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별한다. 이 결과로부터 

각 페이지에 한 항목수를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별 분석요소에 한 결과를 합산하여 단원별 합

계를 구한다. <표 5>는 이러한 과정으로 교과서의 일

부 페이지에 해 분석한 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의 ‘소계’의 합을 Romey 지수 산출식에 용하여 단

원의 평가지수를 구할 수 있다. 

페이지
본문 자료 활동 평가

a,b,c,d e,f,g,h i a b a b a,b c,d
12 8 1 1
13 1 1 1
14 4 1 1
15 2 1
16 8 1 1 1
～
22 1 1 1
23 2 1 1
24 1 1 2
25 1 1 2 1
소계 33 2 0 8 6 14 6 2 1
28 5 1 1
29 2 1 1 1
30 3 1 1
31 2 1 1 2
32 4 1 1 1 1
～
38 2 1 1
39 1 1 1
40 1 1 1
41 1 1 3
소계 32 2 1 11 3 14 12 3 0

<표 5>  분석요소별 문장 단 의 분석 결과

<표 5>에서 분석요소 ‘본문’의 i는 단순한 설명 는 

차를 기술한 문장을 나타낸 것이다. 학습 자료로 의

미가 없는 단순한 그림이나 도표는 학습에 활용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표 3>에 나타낸 

Romey의 평가지수 산출 수식에는 반 하지 않는다.

4. 연구 결과

4.1 단원별 페이지 구성 분석

교과서에서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역은 3개의 단원

인 ‘정보과학과 정보사회’, ‘정보의 윤리  활용’, ‘정보

사회의 역기능과 처’로 구성되어 있다. <표 6>은 6개 

교과서의 단원별 페이지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단 원
각 교과서의 페이지 수

A B C D E F 평균

정보과학과 정보사회 13 14 11 13 20 20 16

정보의 윤리  활용 8 14 15 15 20 20 15

정보사회의 역기능과 처 14 20 24 16 20 26 20

총 페이지 분량 35 48 50 44 60 66  

<표 6> 단원별 페이지 분석

교과서의 평균 분량은 51페이지이며, 교과서 A는 가

장 은 35페이지, 교과서 F는 가장 많은 66페이지로 

구성됨으로써 두 교과서의 페이지 수 차이가 매우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사회의 역기능과 처' 단

원은 평균 20페이지이며, 모든 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로 단원을 구성하 다. 교과서별로 단원별 페이

지 수에서도 서로 다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과서 

A는 ‘정보의 윤리  활용’ 단원의 분량이 다른 교과서

에 비해 매우 고, E 교과서는 단원별로 분량을 같게 

배정하여 단원의 요도를 동일하게 고려하 다. 교과

서 F는 페이지 수가 가장 많으며, 다른 교과서들보다 

‘정보사회의 역기능과 처’ 단원에 많은 비 을 할당

하 다.

4.2 교과서의 Romey 지수 분석

본문 분석에서 학습활동 과정을 설명하는 문장, 질문

과 련이 없는 단순한 그림에 한 문장은 Romey 평

가지수와 련이 없으므로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학습활동을 실행한 후 분석하도록 하는 진술이나 교

과서에서 직 인 답을 제시하지 않는 질문은 탐구성

을 요구하는 요소이다. 한 질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료 분석을 요구하거나 학생들에게 자신의 결론을 만

들게 하는 진술은 탐구  교과서에 속하는 요소로 분

류된다. 그러나 본문에서 단순한 사실의 진술, 정의, 결

론 는 일반화, 질문 후 즉시 답을 제시하는 진술은 

학생들에게 학습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

서 이러한 진술은 Romey 분석법에서 권 인 교과서

에 속하는 요소가 된다[6, 12]. 

<표 7>은 각 교과서의 분석 결과를 타나낸 것으로 4

가지 분석요소에 한 단원별 Romey 지수와 평균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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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요소
단원

교과서

A B C D E F

본문

1 0.000 0.061 0.000 0.056 0.019 0.000 

2 0.000 0.063 0.000 0.050 0.027 0.000 

3 0.000 0.065 0.000 0.100 0.054 0.000 

평균 0.000 0.063 0.000 0.069 0.033 0.000 

자료

1 0.000 0.750 0.000 0.071 0.000 0.333

2 0.000 0.273 0.000 0.118 0.000 0.313

3 0.000 0.133 0.000 0.111 0.067 0.353

평균 0.000 0.385 0.000 0.100 0.022 0.333

활동

1 0.077 0.429 0.545 0.538 0.563 0.600

2 0.125 0.857 0.800 0.533 0.684 0.650

3 0.071 0.450 0.750 1.000 0.211 0.731

평균 0.091 0.579 0.698 0.691 0.486 0.660

평가

1 0.167 0.500 0.000 0.000 0.100 0.000

2 1.000 0.000 0.000 1.000 0.100 0.000

3 0.118 0.182 0.000 0.077 0.053 0.000

평균 0.428 0.227 0.000 0.359 0.084 0.000

<표 7> 분석요소에 한 단원별 Romey 지수

<표 7>의 본문에 한 결과에서, 각 교과서의 평가

지수 Rm이 0≤Rm≤0.1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 본문에서 학생 활동이 부분 으로 

이루어지고 권 인 성향이 강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과서 A, C, F는 모든 단원에서 Rm이 

0으로 나타나 모든 단원의 내용이 매우 권 인 형태

로 수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B와 D가 상

으로 탐구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악되었으나 이상

인 교과서로 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본문을 분석

한 결과, 교과서 D의 '정보사회의 역기능과 처’ 단원

의 탐구  경향이 가장 높아 상 으로 바람직한 형

태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7>의 자료에 한 Romey 지수를 통해 교과서의 

그림이나 도표와 같은 학습 자료의 구성에 한 탐구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한 결과에 따르면, 

교과서 B의 첫 번째 단원에서 학습 자료가 탐구  경

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과서에서 단원별로 

평가지수의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 B와 F

의 탐구  경향이 상 으로 높고, 교과서 A, C, E가 

상 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들 

교과서에서는 평가지수가 0인 단원은 학생 참여가 거

의 없는 권 인 형태로 자료가 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의 활동에 한 Romey 지수를 통해 교과서의 

학습활동에 한 탐구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활동

에 한 결과에서, 교과서 C, D, F의 모든 단원에서 평

가지수 Rm이 0.5<Rm≤1.5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교과서는 탐구  경향이 큰 바람직

한 형태로 학습활동이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원 

모두에서 높은 평가지수를 나타냄으로써 이 역 체

가 학생의 활동이 반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

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활동 분석에서 교과서 A가 모

든 단원에서 상 으로 평가지수가 가장 낮았다. 

<표 7>의 평가에 한 Romey 지수를 통해 각 단원

의 끝을 구성하는 단원정리나 단원평가, 장 종합에 

한 탐구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에 한 결과에

서, 교과서 A, B, D에서 각각 한 단원에서만 평가지수 

Rm이 0.5≤Rm≤1.5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단원에서 장의 끝부분이 탐구  경향이 

큰 바람직한 형태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체 교

과서에서 평가에 한 탐구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교과서 C와 F는 모든 단원의 평가지수가 

0으로 나타나 학생의 참여나 활동이  없는 권

인 형태로 내용이 수록된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의 평가에 한 탐구  경향 분석은 평가문항

이 본문에서 학습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응용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교과서 C와 F의 단원 정리는 호를 

사용한 단답형의 용어를 묻는 형태이며, 단원 평가는 

객 식 는 단답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은 

분문에서 학습한 내용의 단순 지식을 묻는 질문이므로 

탐구  경향이 매우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분석 상의 6권 교과서에 해 4가지 

분석요소별 Romey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교과서별 Romey 지수

평가요소  활동에서 교과서 B, C, D, F가 다른 교

과서들보다 상 으로 탐구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교과서 A, D는 평가에서, B, F는 자료에서 

Romey 지수가 다른 교과서들보다 상 으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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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과서 A는 본문

과 자료에서, 교과서 C는 본문, 자료, 평가에서, 교과서 

E는 자료에서, 교과서 F는 본문과 평가에서 Romey 지

수가 0으로 나타나 탐구  경향이 매우 부족한 권

인 형태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교과서 개선 방안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6권의 학

교 ‘정보’ 교과서에서 개선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안

한다.

첫째,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역에서 페이지 수

가 가장 많은 교과서는 66페이지, 가장 은 것은 

35페이지로 구성됨으로써 교과서간 페이지 수 차

이가 크다. 한 교과서간에 단원별 분량 차이가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육과정이나 교

과서 편찬기 에 단원별 페이지 분량에 한 기

을 제시하여 페이지 분량에 한 편차를 이

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문을 분석한 결과, 체 교과서에서 학

생의 참여가 부분 으로 이루어지고 권 인 경

향이 강한 것으로 악되었다. 학습활동을 실행하

거나, 질문을 통해 자료 분석을 요구하거나, 학생

들에게 자신의 결론을 만들게 하는 진술 등을 본

문에 수록하여 탐구  경향을 높이는 방안이 요

구된다. 

셋째, 그림이나 표에 해당하는 자료는 단원별로 

평가지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2개 교과

서는 체 단원의 평가지수가 0으로 확인되었다. 

이 단원은 학생 참여가 거의 없는 권 인 형태

로 학습 자료가 제시된 것을 알 수 있다. 정보 교

과의 성격과 목표에 맞도록 문제 해결력 향상이 

가능한 형태로 자료가 제시되고 내용이 구성되어

야 한다.

넷째, 5개 교과서는 4가지 분석요소들 에서 활

동이 상 으로 탐구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따라서 학생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수록된 것으로 단된다. 

다섯 째, 평가 역을 분석한 결과에서 2개 교과

서는 체 단원의 평가지수가 0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교과서는 단원정리와 평가가 객 식, 단답형 

등과 같이 매우 단순한 형태의 내용 정리와 평가

문항을 수록하고 있다. 단원 정리는 본문의 내

용을 정리하여 나열하는 것보다 련 자료를 제

시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4.4 논의

탐구의 정의는 “ 요한 아이디어의 발견, 명세

화, 실험을 하고 인간과 그의 환경을 단하는 것

이다. 학생 스스로가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 답을 

찾아 질문을 하도록 학생을 격려해 주는 것이

다.”[17]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도 탐구성을 이

와 같은 정의에 근거하여 용하 다. 그러나 정

보과학 교육에서 이러한 정의가 그 로 용될 

수 있는지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 ‘정보’ 교과서의 탐구  경향을 분석한 

연구[6-8][12]들이 발표되었다. 한 등학교 정

보통신기술 교과서를 상으로 Romey 분석법을 

용한 연구[18][19]들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과학 

과목의 교과서 분석에 사용된 Romey 방법이 정

보 련 교과서 분석에 그 로 용될 수 있는지

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교과서의 ‘정보과학과 정보

윤리’ 역에 한 탐구성을 분석하 다. 정보 교

과의 교육과정 연구[1][3]에서는 정보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정

보기술의 활용에 있어 올바른 태도의 필요성에 

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역의 성

취기 으로 제시하 다. 한 이 역을 지도할 

때는 정보의 윤리  활용의 문제에 한 사례발

표와 토론을 통해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기를 것

을 제시하 다. 

정보 교과 교육과정에서 수록한 이러한 내용은 

[17]의 연구에서 제시한 탐구의 정의와 련이 있

다. 그러나 인문, 사회과학 성격이 강한 정보윤리 

역에 탐구성을 그 로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한 세부

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보윤리 역의 

학습이 탐구 인 것이 이상 인 것인지에 해 

정보 교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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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되고 2013년부터 사용된 중학교 ‘정보’ 교과

서의 탐구적 경향을 분석하였다.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에 새롭게 추가된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영역을 분석하였으며, Romey 분석법을 적용하여 

평가지수를 산출하고 탐구적 경향을 판별하였다.

탐구성 분석을 한 분석요소는 본문, 자료, 활

동, 평가로 분류하 다. 6권의 교과서들을 분석한 

결과, 모든 분석요소에서 탐구  경향을 고르게 

갖춘 이상 인 교과서는 없었으며, 교과서별로 탐

구  경향이 높은 분석요소가 서로 다르게 나타

났다. 체 교과서에서 탐구  경향이 가장 높은 

분석요소는 활동이었으며, 교과서간에 평가지수의 

편차가 가장 큰 분석요소는 평가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교육목표는 학습활동을 끝냈을 때 학습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 동안 정보교

육은 교육목표 가운데 인지  목표의 비 이 정

의  목표나 심체  목표에 비해 과다하다는 문

제 이 지 된 바 있다[20].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교육목표에 한 원천  분석을 통해 정보교육의 

교육목 과의 괴리 정도를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

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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