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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를 위한 컴퓨터교육의 학문적 기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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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과정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일반화 된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용도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컴퓨터 교육과정과 그 이외의
교육과정에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기능 습득에 그치고 있으며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교육적 관점에서 재해석되어 있지
않고 전문적인 개념이 그대로 교육과정에 삽입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점은 컴퓨터
교육의 기반이 되는 학문적 영역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컴퓨터 교육의 명확한 자
리매김을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교육의 학문적 기반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컴퓨터 하드웨어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은 컴퓨터의 능력을 급속히 향상시켜왔다. 초기의 컴퓨터는 수치 자료 처리에 머
물렀지만, 계속적인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바
꾸어 처리할 수 있게 발전하게 되었다(Online Britannica, 2000).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컴퓨터가 사용되어 감에 따라서, 1970년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로 직업 세계에서 필요
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에 컴퓨터를 도입하였다(교육부․한국교
육학술정보원, 2000). 이와 같은 학교교육에서 컴퓨터의 도입은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서 도입된 것이다. 직업교육은 전산학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프로그래밍 중심의
전문가양성이 컴퓨터교육의 목적이었다.
한편, 1990년대 이후의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은 컴퓨터를 통한 디지털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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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시켰으며, 그에 따라서 정보의 유통량이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정보관리가 중요
한 사회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정보처리가 일부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필요한 활동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필요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서,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
술 기반이 된 정보화사회,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일반화 현상으로 IT(Information Technology) 또
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학교교육에서의 컴퓨터교육이 직업교육의 차원보다 광범한 의미에서의 컴
퓨터소양 또는 정보소양 교육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으며 초등학교에도 다양한 형태
로 컴퓨터교육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컴퓨터교육과정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일반화된 컴퓨터와 네트
워크의 용도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컴퓨터 교과 교육과정과 그 이
외의 교육과정에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이태욱,
1999). 또한, 소프트웨어 단위의 기능 습득에 그치고 있으며, 컴퓨터와 ICT(정보통신
기술)가 교육적 관점에서 재해석되지 않고 전문적인 개념이 그대로 교육과정에 삽입
되어 있는 형편이다(교육부a, 1999/교육부b, 1999/교육부c, 1999/교육부d, 1999/교육부
e, 2000). 이와 같은 문제는 컴퓨터교육의 기반이 되는 학문적 영역에 대한 연구가 새
롭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컴퓨터교육의 명확한 자리 매김을 제공하기 위해서 컴퓨터교육의 학문적인
기반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컴퓨터교육의 개념

2.1. 컴퓨터교육 의미
컴퓨터교육에 대한 영문표기는 “Computer Education"으로서 ACM(Association of
Computer Machinery)에서는 ”Computer Science Education"의 축약형으로 “Computer
Education"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컴퓨터교육은 두 가
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이태욱, 1999).
첫째, 컴퓨터의 시뮬레이션, 모델링, 계산기능 등을 이용하여 각각의 교과에서 교
육목표달성을 위하여 활용하는 수단으로서의 컴퓨터교육이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흔
히 사용되는 용어로서는 컴퓨터활용교육, ICT활용, 정보통신기술활용교육, 정보기술활
용교육이 있으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소양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컴퓨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교수-학습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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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서의 컴퓨터교육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교육은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서 사용
하고자 한다. 컴퓨터교육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모두 컴퓨터를 조작해야 하며, 그에 따
라서 유의미한 정보를 제작하기 위한 정보처리의 관점으로 통합해서 볼 수 있다.
2.2.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의미
1920년대 컴퓨터는 계산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계였다(Encyclopaedia
Britannica, 1992). 그 이후 방대한 자료처리와 하드웨어의 발전을 통하여 컴퓨터는 다
양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컴퓨터는 인간의 계산을 도와주는 道具로서 출발
한 器機이다. 컴퓨터시스템을 도구로 하여 작업, 과업을 수행하는 기법의 내용은 과거
에는 계산(Computation), 분석과 모델링(Analysis & Modeling) 등에 기반 하였다. 따
라서, 컴퓨터를 학교에서 활용하는 모습은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활용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초․중등 학교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유형은 교육용으로 특별히 제
작된 소프트웨어와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며 모두 모르는 내용을 인
식시켜 주며, 원하는 형태로의 자료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990년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기능 중심의 컴퓨터활용 유형에서 탈피하여 네트워크
기반의 자원을 이용하는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종류도 네트워크
에 기반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있다. 네트워크는 원격서버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상공간(CyberSpace)에서 상대편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컴퓨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를 포함한 새롭게 발전하는 정보처리 분야를 일컫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으
며, 그것은 IT 또는 ICT라고 할 수 있다. ICT 또는 IT의 대두는 통신기술, 이동 컴퓨
팅의 확대 등은 컴퓨터 이외의 시스템에서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매체가 계속해서
확장됨으로서 “컴퓨터”라는 용어로는 정보처리 도구 또는 매체를 표현하기에는 부족
하게 되었다.
따라서 ICT활용은 기존의 컴퓨터활용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라고 할 수 있으며, ICT활용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네트워크 공간 개
념의 활용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컴퓨터 기기 자체는 ICT의 일부이며 ICT
의 복합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컴퓨팅을 통하여 ICT를 할 수 있다. 또한, 그리고,
ICT란 추상적인 용어이며, 그 ICT를 활용하기 위해서 ICT의 구체화된 기기인 컴퓨터
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다른 통신기기도 있지만, 다양한
상호작용은 컴퓨터를 통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활용분야에서도 컴퓨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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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활용
H/W 활용
정보교환
자료교환

컴퓨터 조작
컴퓨팅

ICT활용분야

[그림 1 ] 컴퓨터 조작을 통한 ICT 활용 모습
컴퓨터와 ICT는 이름에서도 의미하듯이 기술의 분야이며, 기술은 근본적으로 인간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편리하게 도와주는 도구이다. 활용의 주체는 인간이며, 활용의
대상은 문자, 숫자, 기호로 구성된 인간의 지적활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를 유의미하게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와 같은 과정은 앎의 과정, 정보처리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재구
성하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기 때문에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일련의 재구성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처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측면에서는 앎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활용이란 근본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내용이 사용자에게 유의미한 자료임
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활용하려고 하는 내용이 정보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보라는
용어자체가 유의미한 내용이며 무의미한 자료는 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정보는 일회성 사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
며,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컴퓨터 또는 ICT활용이란 근본적으로 도구로서의 컴퓨터와 ICT를 이용하는
관점으로서 이용하는 목적은 모르는 내용을 새롭게 알기 위함이며 기존의 무의미한
자료를 원하는 형태로 재구성하고 분석하여 보다 유의미한 자료를 제작하기 위함이
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정보처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이용하거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이용하거나 그 도구에 상관없이 도구를 이
용하여 목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이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초․중등
학교에서 컴퓨터나 ICT의 활용은 범용적인 관점보다는 학습에 도움을 주는 목적적
활동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활용의 범위도 축소 될 수 있다.
2.3. 정보처리 개념
정보처리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 또는 자료를 조작하여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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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형태로 나타내는 과정이다(Melanie J. Norton, 2000). 즉 목적하는 업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의미한 자료를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의 기능(Function)을 이용하여 자
료를 변환(Transformation), 전달(Communication), 추출(Retrieval), 목록화(Bibliometrics)
시켜서 목적하는 업무, 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이 정보처리과정이다. 정보처리라는 단어에
서 “처리”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정보의 변형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기술이 요구됨
을 의미한다. 기술이 곧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절차를 의미하므로 정보처리과정
을 위해서 기술적 능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정보
목록화

자료 변형

정보
상태변화

정보 처리
내용

정보 추출

정보
송수신

정보 인식

[그림 2 ] 다양한 정보 처리 내용
정보처리는 인간에 의해서 오래 전부터 수행되어 왔으며, 간단한 활동에서부터 지
적활동까지 이루어졌다. 하지만,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하여 컴퓨터시스템이 광
범위하게 사용되게 되었다(Melanie J. Norton, 2000). 따라서, 정보처리는 일부 제한된
계층에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필요로 하는 능력으로 확장되
어 가고 있다. 또한, 초기에 정보처리는 숫자에 한정되었으나,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로 인하여 모든 영역에 정보처리까지 확대되었으며, 사업, 산업, 연구, 교육
의 모든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과학의 계속적인 발전은 하드웨어의 복잡한 원리를 사용자가 신경 쓰
지 않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추상화된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줌으로서 사
용하기 편한 컴퓨팅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J. GLENN BROOKSHEAR, 1997).
이와 같은 일련의 컴퓨팅환경의 변화는 정보처리의 범위의 확대, 정보처리의 일반
화, 대중화로 이어져 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을 가속시키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컴퓨팅환경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정보를 조작하는 주체, 즉 정
보처리의 주체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며, 사용자의 관점에서 정보처리과정은
앎의 과정 즉 인지과정이다. 사용자는 정보처리의 대상들을 추상화, 상징화, 즉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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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그에 대하여 마음을 짓는 것이다(이정모, 2000).
따라서, 정보처리의 범위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통한 자료의 변형, 추출, 목록화 뿐
만 아니라, 자료의 송수신, 즉 원격에 저장된 자료로부터 지역에 저장된 자료로의 이동
까지 모두 정보처리의 범위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이나 원격에 있는 정보의 내용
을 사용자가 자신의 업무나 과업과 연관시키는 경우에도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정보처
리내용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보 인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정보 변형과 위치변화가 나타나더라도 정보처리의 주체인 사
용자가 자신의 업무, 목적하는 일과 관련시키지 못하는 경우, 즉 유의미한 작업이 이
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정보처리라고 할 수 없다. 그 자료는 사용자에게 정보가 될
수 없고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정보처리 영역 학문

초․중등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은 컴퓨터시스템의 효율적 활용하는 정보처리라고 해
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처리에 관련이 되는 다양한 학문 분야 중에서, 정보
처리요소와 관련지어 학문분야를 선정하고자 한다. 학문분야는 사용자측면에 인지과
학, 컴퓨터시스템측면에 컴퓨터과학, 대상 측면에서의 정보과학을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그림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요소: 사용자
학문 : 인지과학

요소: 컴퓨터시스템
학문 : 컴퓨터과학

요소 : 대상
학문 :정보과학

[그림 3 ] 정보처리를 위한 컴퓨터교육의 학문적 요소
정보처리의 주체는 인간이며, 인간은 컴퓨터와 ICT의 정보처리 유형과 유사하며,
이를 정형화하려고 연구하는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주요분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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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처리의 도구인 컴퓨터는 정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작되어진
정보 기기로서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또는 컴퓨터공학(Computer Engineering)의
원리에 의해 제작된 시스템이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인간의 효과적인 접근, 추출, 정보
현상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e)이라고 할 수 있다.
3.1. 컴퓨터과학
컴퓨터는 정보기술분야(IT)중에 하나이며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은 데이터
조직의 원리, 정보처리 기반을 제공해 준다.
초․중등학교의 컴퓨터 도입은 정보처리 도구로서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학습방법
을 개선하고자 하는 도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교육정보화백서, 1998) . 따라서, 컴
퓨터과학으로서의 학문적인 접근 보다, 정보 응용기술로서의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 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발달은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술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 전기적인 컴퓨터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추상화되어 용이하게 컴퓨터
를 조작할 수 있다(J. GLENN BROOKSHEAR, 1997). 정형화되고 기초적인 정보처리
는 컴퓨터과학에 대한 이해 없이 컴퓨팅, 정보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서 컴퓨
터과학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잠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과학은 기본적으로 순수한 학문분야가 아니며, 공학(Engineering)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발달하고 있는 학문이다(J. GLENN BROOKSHEAR,
1997). 즉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는 실용 학문 분야로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정보처리
과정 그 자체가 이미 컴퓨터과학의 사고방식을 적용하는 사례이다.
또한, 정보처리의 주체가 사용하는 컴퓨터시스템은 컴퓨터과학의 원리와 기술적
기반 위에서 제작된 것이며, 정보처리를 위해서 사용자는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한다.
컴퓨터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추상화되어 사용자는 상당부분 과학적인 원리, 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컴퓨터시스템 사용과정에서 컴퓨터과학의 절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에러가 발생하며, 정보처리 대상의 방대한 자료 처리와
분석 절차, 범용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에는 컴퓨터과학의 원리와 방법적인 지식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은 컴퓨터과학의 제한적인 영향을 받으며, 특히,
컴퓨터과학 내용 중에서 기술적인 접근이 가능한 분야에 컴퓨터교육내용의 학문적 기
반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3.1.1.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의 배경과 발전
컴퓨터는 1900년대 초반기에 오늘날과 유사한 형태의 컴퓨터가 수학자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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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었으며, 수치계산을 할 수 있는 최초의 기계는 보다 이전시대에 주판이 있었다
(J. GLENN BROOKSHEAR, 1997). 주판은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었지만, 알고리즘
컨트롤은 인간에 의해 수행된 기계이다. 그 후 트랜지스터, IC의 급격한 발전은 수치
계산기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 왔으며, 오늘날은 PC 형태의 컴퓨터가 일반적으로 사
용되고 있다. 초기에 숫치 계산 기계로서의 컴퓨터는 제한된 데이터 저장, 시간 소모
적인 프로그래밍 스타일등으로 그 기능이 미약하였다(J. GLENN BROOKSHEAR,
1997). 하지만,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에 대한 연구는 점차 기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시작하였으며, 컴퓨터과학의 발전을 가속시키게 되었다.
이와 같이 컴퓨터과학은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 설계와 엔지니어의 활동에 관한 원리를 제공한다. 즉,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은 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 컨트롤을 하기 위한 방법과 그 구조, 설계에 관
한 연구를 하는 학문(Encyclopaedia Britannica, 1992)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과학은 방대한 자료처리, 인간의 사고와 같은 효율적인 알고리즘 제작이 가능하여 지
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하였다(J. GLENN BROOKSHEAR, 1997).
역사적으로 볼 때 컴퓨터과학은 실제세계의 문제를 효율적이며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해온 기술분야의 학문이며, 계속적으로 사용자가 편리하고도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그 분야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컴퓨
터과학이 정보처리를 체계화한 분야이지만, 그 분야의 광범위함과 일반 사용자가 직
접적으로 해당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도 정보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정보처리에서 컴퓨터과학의 분야는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1.2. 정보처리를 위한 컴퓨터과학 분야
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 컴퓨터의 도입은 기술의 분야이며 실용성을 강
조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 지식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측면을 충분히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과학의 모든 분야가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용자가
정보처리를 컴퓨팅을 통해서 수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
다.

BROOKSHEAR는 컴퓨터과학의 분야로 구조, 소프트웨어, 데이터조직, 알고리즘

기기의 가능성의 분야로 나누고 세부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J. GLENN
BROOKSHEAR, 1997).

기술의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과학의 분야를 선정

하기 위해 컴퓨터과학의 전반적인 분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의 분야이다.
기술의 기본적인 분야에 대한 이해와 컴퓨터의 설계와 구현에 컴퓨터과학이 영향
을 미치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세부 분야로는 데이터 저장과 데이터 조작을 제시하고 하드웨어 관점에서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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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단위가 저장되고 표현되는 원리를 기술하고 있으며, 그 자료가 컴퓨터시스템의
각 장치에서 이동하는 원리, 하드웨어 관점에서의 프로그램 실행 원리, 연산 동작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둘째, 소프트웨어 분야이다.
구조와 달리 추상적인 분야로서 컴퓨터과학의 주요 분야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알고리즘 분야는 컴퓨터과학의 핵심 분야이며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분야이
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은 기술과 과학을 연
결짓고 있는 분야이다.
셋째, 데이터조직의 분야이다.
데이터조직의 분야에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면, 효과적으로 데이터가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즉, 데이터가 기계에 저장될 때 유용하게 저장될
수 있는 형식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알고리즘 기기의 가능성에 대한 분야이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알고리즘을 시행하는 컴퓨터의 능력과 가능성을 고찰해 보는
분야이다.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컴퓨터과학의 분야 중에서 학교교육에서 필요한 정보처리를
수행하는 필요한 분야는 소프트웨어 분야와 데이터 조직 분야가 우선적으로 도입될 필
요가 있으며 컴퓨터의 구조와 가능성의 분야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처리의 요소 관점에서 컴퓨터과학은 컴퓨터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
서 소프트웨어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드웨어도 컴퓨
터시스템의 일부로서 정보처리의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기술과 알고리
즘의 발달로 사용자는 컴퓨터 하드웨어 분야에서 과학적인 원리보다는 기술적 수준에
서 파악하여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며 다음 그림과 같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컴퓨터과학>

<정보처리를 위한 컴퓨터과학>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조

알고리즘 데이터조직
프로그래밍

컴퓨터
가능성
데이터
조직

정보처리
기술적 접근

시스템설
계분석

[그림 4 ] 정보처리를 위한 컴퓨터과학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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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소프트웨어 분야
컴퓨터과학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한 탐구를 수행하지
는 않지만, 소프트웨어 분야는 사용자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 즉 알고리즘의
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래밍은 알고리즘을 표현
하는 분야로서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보처리와 알고리즘
프로그래밍과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정보처리와 알고리즘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보처리는 정형화된 절차가 아니며, 자료의 크기, 시스템, 출력 형태, 사용자의 사
고 등등의 수많은 변수에 의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최종 목적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정보처리 그 자체가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해결 과정이며, 따라서 알고리
즘(Algorithm)을 구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적인 의미로서 알고리즘은 과업 수행을 위한 절차 또는 방법을 의미하며, 알
고리즘은 간결하며 명확해야 하며, 효율적이어야 한다(JEAN-PAUL TRE MBLAY,
1989, 19). 알고리즘은 정보처리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라는 정보 기기를 이용하지 않아
도 과업 수행에 적용 가능하지만, 보다 경제적으로 과업수행을 할 수 있다. 알고리즘
은 전체 정보처리 과정의 모두를 일컫는 용어일 수도 있으며, 정보처리의 한 부분에
적용된 해결 방법일수도 있다. 또한, 정보처리에는 경제성과 효율성이라는 의미가 포
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보처리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래밍은 정보처리의 한 분야이다.
정보처리는 알고리즘 구사의 복합적인 과정이다. 또한, 정보처리는 알고리즘은 프
로그래밍을 통해서 사용되어져 왔으나, 소프트웨어의 추상화기법은 사용자들이 직접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래밍과정을 통하지 않고도 알고리
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되는 컴퓨팅 환경은 정보처리가 프로그
래밍 분야를 뛰어 넘어 프로그래밍 응용분야 즉 응용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는 컴퓨
팅에도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정보처리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컴퓨터 정보 기기 내에서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된다. 프로그래밍 언
어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분야중의 하나로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 사
용자의 사고력, 판단력 등을 필요로 한다(Timothy J. Newby, 2000). 테일러는 학교에
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교사로 해석을 하여, 컴퓨터가 수행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Timothy J. Newby, 2000). 이
와 같이 프로그래밍을 구사하는 정보처리는 사용자가 정보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하여 주지 않으며, 사용자가 기본적 명령어를 통하여 직접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는 명령어를 제작해야 한다. 하지만, 정보처리는 기본적으로 문제해결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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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알고리즘으로 표현된 프로그래밍도 문제해결전략 도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같
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간단한 자료에 대한 정보처리를 수행하는 과정은 컴퓨터과학 원리를 컴퓨팅에 도
입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지만, 수행하는 정보처리 유형, 자료의 규모에 따라서 보다
과학적인 원리를 도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
3.1.2.2. 데이터 조직 분야
데이터 조직은 소프트웨어 분야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구성하는 원리를 제공하
고 있는 분야로서 그 중에서도 정보처리와 관련지을 수 있는 분야는 데이터베이스와
자료구조로 선정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또는 정보의 모음이며, 컴퓨터에 의해서 빠르게 검색되며
추출될 수 있도록 조직되어지는 원리를 제공하는 컴퓨터과학의 분야이다. 특히, 데이
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분류하고 나누는 기본적인 성질을 제공하고 있어 정보처리의 준
비 단계와 관리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베이스는 자료의 저장, 추출, 수정, 삭제 등의 개념을 주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e)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기술적 접근이 가능한
분야이다.
또한, 자료구조와 파일구조는 초․중등 학생들의 정보처리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적
용되지는 않겠지만, 알고리즘과 같이 자료구조와 파일구조의 기본 개념을 조작적으로
재구성하여 교육내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자료구조는 곧 모든 자료들을 효과적
으로 정리하고 위치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을 제공하여 줌으로서 정보처리에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분야이다.
데이터조작은 정보처리 요소의 관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요소로서 정보과학에 밀
접한 연관을 두고 있는 분야이다. 정보과학에서도 효과적으로 정보를 조직하기 위한
연구 분야가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과학과 유사한 부분이다.
그 이외에, 컴퓨터과학의 시스템분석설계과목은 어떤 문제 제시에 의해서 시작되
어 최초에 수행하는 것으로 제시된 문제에 대한 발생 영역을 명확히 하고, 그 해결을
위한 가장 알맞은 시스템 안을 선택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다(양해술, 1985). 이
와 같은 시스템분석설계는 정보처리의 초기 단계에서 정보처리 대상을 분석하고 적합
한 정보기술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개념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e)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e)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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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준다.
최근의 초․중등 학교에서의 컴퓨터를 활용은 ICT, 정보소양, 정보활용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며, 컴퓨터시스템 중심의 용어사용에서 “정보”중심의 용어사용으로 변화하
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은 정보처리 요소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도구․기기
중심에서 대상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에 발전에 기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폭팔적인
증가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과학
(Information Science)은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다.
정보는 옛날부터 지식인층에 의해서 제작, 가공되었으며, 소수에 의해 관리되었다
(Melanie J. Norton, 2000).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지식․정보를 용이하게 제
작, 가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를 쉽게 유통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는 지
식․정보가 다양하며, 방대한 사회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과 가공이 용이하여 지면서, 정보처리의 개념이 보다 광범위
해졌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분류하고, 비판적 안목을 기르며,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학문분야로서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e)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특히, 최근의 정보과학은 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컴퓨터기반의 정보
처리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컴퓨터과학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원리개발에 치중한 분야라면, 정보과학은 컴퓨터과학의 기반 위에서 인간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정보의 특징과 현상에 대한 원리를 제공하는 학문분야
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가 일반화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은 로컬(Local)영
역에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원격(Remote)에 있는 정보에의 접근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사용자는 컴퓨터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정보, 다른 사람들
과의 의사소통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측면은 정보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되어졌으며, 정보과학은 정보의 이동, 추출, 변환, 목록화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제공함으로서 컴퓨터교육내용 구성에 정보과학은 학문적인 기
반을 제공할 수 있다.
3.2.1.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e)의 배경과 발전
정보과학은 컴퓨터과학의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1960년대 과학
과 공학에서 텍스트 정보의 색인, 저장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독자적인 분야로 연
구되기 시작하였으며 다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ANTHONY RALSTON․EDWIN
D. REILLY, JR., 1983). 1968년 Berko는 정보과학에 대하여 정보의 이동과 성질, 정보
유통의 원리, 최적의 접근과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처리 수단에 대한 연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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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라고 규정하며(Melanie J. Norton, 2000), 본격적으로 정보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성장함에 따라서 정보과학은 컴퓨터과학과는 별도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보과학은 역사가 짧으며, 명확한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있지
는 못하나 필요성은 인정되며, 대학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Melanie J. Norton, 2000). 또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 교육과정을 분석하면, 컴퓨
터기술 교육과정과 정보기술교육과정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정보기술교육과정은 1999
년 이후에 개설되었다(노스캐롤라이나교육과정, 2000). 이와 같은 분리는 정보기술
(Information Skill)을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과정 운영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3.2.2. 정보처리를 위한 정보과학 분야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기존에 컴퓨터기능 중심의 컴퓨터관련 교육과정은 정보를
검색, 수집, 가공, 평가하는 컨텐츠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
인 기능을 익히는 소양교육도 “Information Literacy" 즉 정보소양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업분야에서도 ”전산화“라는 용어보다 ”정보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의 형태는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e)의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과학은 정보의 움직임과 성질 , 정보 흐름을 지배하는 근원․힘, 정보에 효과
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하기 위한 정보처리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즉 이것은 정보의 이
용, 전달, 변형, 해석, 저장, 조직, 선택과 관련된 지식을 연구하는 분야를 의미한다
(Melanie J. Norton, 2000).
정보과학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는 정보의 사용 모습, 정보의 이동 패던, 최적의 저
장과 추출을 위한 정보처리이며 이론과 응용적인 측면을 모두 병행하여 연구하고 있다.
또한, 정보과학은 문서의 제작과 복사, 언어의 의미 분석, 번역, 자료의 분류와 색
인 기법, 시스템 설계, 평가 및 분석, 패턴 인식, 적용적 시스템 분야에 이론적 기반과
응용 연구를 하고 있다.
정보과학은 정보처리 요소에서 정보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
다. 즉, 사용자가 컴퓨터시스템의 기능을 적용하여 정보처리의 대상을 검색하고, 가공
하며, 정보를 평가하고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정보요소는 필요하게 된다. 즉, 준비단계
에서 대상을 분석 및 평가하는 기술은 곧 정보과학의 주된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컴퓨터과학의 시스템 분석설계와도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처리를 위하여 초․중등학교 컴퓨터교육에서 정보과학의 요소를 도
입하고자 할 경우에 많은 분야에 걸쳐서 수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정보처리와 직접적
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를 대표하는 정보 흐름과 자료의 분류 분야가 주요 분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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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그림을 통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정보과학 분야>

◎
◎
◎
◎
◎

정보의 흐름과 성질
문서의 제작과 복사
언어의 의미 분석
번역
자료의 분류와 색인
기법
◎ 시스템 설계
◎ 평가 및 분석
◎ 패턴 인식
◎ 적용적 시스템

<정보처리를 위한 정보과학>

정보의 흐름
정보처리 기
술적 접근

통신
검색

자료의 분류
목록화
평가 및 분석

[그림 5 ] 정보처리를 위한 정보과학 요소

3.2.2.1. 통신(Communication)
정보는 일반적으로 통신의 절차를 통해서 표현된다. 즉, 모든 형태의 전달은 다양
한 종류의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정보의 기본적인 성질중의 하나인
통신은 정보를 주는 사람 또는 매체에 의해서 발생되고 정보를 받는 사람 또는 매체
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정보과학은 모든 종류의 정보의 송수신 형태에 일반적인
원리를 제공하며, 특히 컴퓨터로 처리되는 통신의 형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Melanie
J. Norton, 2000).
이와 같은 정보과학의 특징은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가 인간과 컴퓨터 또는 인
간과 인간끼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정보처리를 위한 컴퓨터교육 내용
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3.2.2.2. 검색(retrieval)
검색은 정보의 근원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나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
으로서 정보의 저장, 조직, 표현의 활동까지 포함할 수 있다. 검색은 인간의 사고와
판단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정보과학은 이에 일반적인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Melanie J. Norton, 2000).
정보처리의 과정에서 정보검색은 컴퓨터의 기능을 조작하여 정보가 있는 위치를
찾아내고 이를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과정으로서 검색은 정보처리의 주요한 요소
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정보과학은 검색한 정보를 위치시키며 조직하는데도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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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제공하고 있어 정보처리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3.2.2.3. 체제적 목록화(Bibliometrics)
목록화는 단순히 인쇄된 자료를 정리하는 개념보다 광범위하며 측정, 관찰, 기술,
정보표현 방법, 목록(bibliographic) 등의 개념과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측정은 질과
양, 빈도 깊이 성격을 비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이다(Melanie J. Norton, 2000).
Pao는 체제적 목록화에 대하여 물리적인 모습, 내용을 작성하고 주제를 부여하며 그
것의 사용법에 대하여 연구하는 3가지 요소를 제안하고 있다(Melanie J. Norton, 2000).
이와 같이 정보과학에서 연구하는 체제적 목록화는 사물을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초․중등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디지털
컨텐트를 제작하고 분류하며 유통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아이디어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정보가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비판적 안목을 견지하면서 정보를 습
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다.
3.3.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은 사용자가 정보처리를 위해서 갖추어야 할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제공하여 준다.
정보처리의 주체는 사용자 즉, 인간이다. 따라서, 정보처리를 수행하는 인간의 심
리적인 상태, 컴퓨터시스템과 인간의 상호작용 형태는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지과학은 인간의 마음, 두뇌, 컴퓨터, 인간의 지적 산물 등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이다(이정모, 1999). 인지과학의 연구대상인 마음은 복합적인 정보처리
기관으로서 컴퓨터의 정보처리방법과 유사하다는 가정아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는 인간의 마음상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하며, 인간의 마음을 투명하게
보이는 유리상자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정보처리 매커니즘으로 이해하게 되었다(오현
금역, 2000).
따라서, 정보처리요소에서 인지과학은 사용자 관점에서의 이론적인 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정보과학이나 컴퓨터과학과는 다른 측면에서 정보처리를 위한 컴퓨터
교육내용에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인지과학은 컴퓨터 기술(Computer Technology)와 싸이버네틱스 분
야의 발전으로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이 뉴턴 역학의 폐쇄 체계 내에서의 ‘에너지’중심
의 설명에서, 개방 체계의 ‘정보’라는 개념으로 과학계의 지배적인 개념을 변형시키고
있다(이정모, 1996). 또한, 인지과학은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 도구를 이용하여 정보
를 처리하는 사용자의 인지구조에 관심을 가짐으로서 정보처리에서 사용자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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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지식(Know-How) 규명과 분석에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인지과학의 이와 같은 관점과 연구분야는 정보처리방법을 교육내용으로 기술하는
데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삽입되지 않더라도,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조직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간의 정보처리 유형과 유사하게 교육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과학, 정보과학과 인지과학은 관점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정보처리 방법에
학문적 연구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네트워크, 정보화사회의 중요한 학문적
기반을 제공하며 영향력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을 뒷받침하는 학문적 분야는 대단히 광범위하
다. 하지만, 초․중등학교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모습은 정보처리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처리의 형태는 정보를 파악하는 측면에서부터 정보를 송수신하는 측면까지 다양
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야의 학문적인 바탕은 컴퓨터과학 뿐만 아니라 정
보과학과 인지과학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컴퓨터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초․중등학교에서 어
떤 형태로든 컴퓨터를 이용하는 형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속적
인 컴퓨터 사용의 증가는 컴퓨터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교육방안에 대한 연구가 제기
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문적인 수준에서의 컴퓨터
교육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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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oretical Analysis of Computer Education Based on Information Processing

Shin, Soo-Bum
Lee, Chul-Hwan
Kim, Young-Gi
There are two major curricula concepts of computer education. One is a kind
of tool based curriculum that could enhance the quality of instruction and learning,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in education, computer
education as a tool, or computer/web based education. The other is a kind of
content based curriculum that could handle what computer is and/or how computer
works. This is so called 'computer science education'. Because information
technology has changed very rapidly and the related research is not enough, there
have always been some gaps between theory and practice.
When we carefully investigate the current curriculum of computer education,
professionally organized contents in computer and network theory are used in
elementary school. We need to re-organize the contents which is adequate to
children. This situation implies it is very necessary to analyze current curriculum
and setup a direction of computer education based theoretical approach in
information processing area.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was to find out what computer
curriculum should be changed and organized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as
well as students in computer education. The concept of computer education was
summarized. The study surveyed and analyzed interdisciplinary subject areas
related computer education, such as,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science, and
cognitive scien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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