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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소프트웨어가 현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계

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미국을 필두로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가

르치는 코딩교육을 공교육에 편입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코딩교육을 시행하려는 움

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현상은1i 코딩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

럼 모든 산업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은 학습자 측면에선 배우기 어렵고 교수자 측

면에선 가르치기 어렵다는 평판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본질적으로 프로그래밍은

고차원적 사고 및 문제해결전략을 수반하며, 컴퓨터 과학의 기본 원리들은 극히 추

상적이기에,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과목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코딩교육을 준비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

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딩교육 이러닝은 교사들을 지원하는 요긴한 도구이자 가이드가

될 수 있으며, 학생에겐 매력적인 학습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교사가 부담

을 느끼는 한 가지 부면은 코딩을 가르치는 이러닝의 수는 많지만, 이들 중에서 어

떤 이러닝을 선택하여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코딩교육 이러닝을 선택하기 위해 교사가 직접 많은 이러닝들을 경험해본다는 것은

교사에게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코딩교육 이러닝이 교

사들에게 적합한 것인지 코딩교육 이러닝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코딩교육 이러닝에 대한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로 코딩교육 이러닝은 컴퓨터적 사고력을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교

육하고 있는지, 둘째로 코딩교육 이러닝을 수업에서 활용해 본 경험자들은 코딩교

육 이러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셋째로 코딩

교육 이러닝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였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자연어 처리 과정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추출, 분

류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이나 조직이 주관적인 생각보단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인텔리전스 지원 기법이다.

이 연구는 코딩교육 이러닝 15개를 선정하고 이들 이러닝을 수업 맥락에서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279명의 전문가, 교사 및 기타 사람들의 리뷰 데이터를 341개를 수

집하여, 코딩교육 이러닝의 학습내용과 교육방법, 코딩교육 이러닝 활용 경험자들의

의견, 코딩교육 이러닝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딩교육 이러닝은 학습내용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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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컴퓨터적 사고력의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었는데 컴퓨터적 사고력

개념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모두 학습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었지만 컴퓨터적 사고력

연습의 리믹스해서 재사용하기, 모듈화해서 추상화하기는 각각 53%, 40%만 포함하

고 있었다. 학습방법 측면에선 동기부여를 위해 고무적 동영상, 배지 및 포인트, 캐

릭터 사용, 온라인 수료장이 사용되었고, 지식이해를 위해선 튜토리얼, 라이브 프리

뷰, 게임하기가 사용되었다. 지식구성을 위해 퀴즈와 과제, 창작 작업이, 정보교환을

위해선 공유하기와 리믹스하기가 사용되고 있었다. 둘째, 코딩교육 이러닝 활용 경

험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이들이 어떤 부면에서 긍정적으로 느끼는지

에 대해 오피니언 극성 빈도 비율, 오피니언 오리엔테이션 점수, 워드 클라우드, 트

리맵을 통하여 추출된 유의미한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코딩교육 이러닝은 기존 소프트웨어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다양한

부면에서 극복하고 있었다. 둘째, 이 연구는 교사들이 코딩교육 수업에 적합한 코딩

교육 이러닝을 선정하는 면에 있어 경험자들의 리뷰를 근거로 유의미한 정보를 제

공하였다. 셋째, 코딩교육 이러닝이 어떤 부면에서 개선되어야 하는지 확인하였다.

주요어: 코딩교육 이러닝, 오피니언 마이닝

학　번:　２０１５ー２１５５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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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소프트웨어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Andreessen, 2011). IBM과

HP가 부진하던 PC사업부를 정리하고 소프트웨어에 더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나

구글이 세계 1위였던 핸드폰 제조업체인 모토롤라를 인수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

으로 산업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인터브랜드에서 발표하

는 세계 글로벌 기업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정보통신기술 기업인 애플과, 구글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것은 소프트웨어가 현재 글로벌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

을 끼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지표로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소프트웨어가 지니는 부가가치가 전통적인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매우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같은 애플리케이션은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정희석, 2012). 홀로그램

소프트웨어 기술은 보고 싶지만 사망하여 이제 존재하지 않는 가수를 콘서트 무대

에서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아날

로그 세상에서라면 직접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많은 일들을 손 안에서 수행하는 것

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우버나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제 더 이상 택시를

기다리기 위해 추운 길거리에서 몇 십분 동안 서 있지 않아도 된다. 소설을 쓰는

작가들은 이제 드라마티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야기의 구성과 연결 관

계가 더욱 튼튼하게 되어 완성도 높은 작품을 창작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다. 기자

봇(Bot)은 기자 대신 기사를 써주며 빅데이터 기술은 서울의 심야버스 노선을 결정

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 3D 소프트웨어 기술은 직접 사진을 찍지 않

아도 실사에 가까운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어주며 이 기술을 활용한 영화 주라기 공

원은 현대자동차가 일 년 수출한 것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벌여 들였다.

윤종록(2014)은 “지금 이 순간은, 과거에 철광석이 전혀 생산되지 않는 나라에서

세계 최대의 철광회사를 만들려고 했던 결정을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해야 한

다. 소프트웨어 산업이야말로 자원이 처절하게 없는 우리나라가 21세기를 헤쳐 나

가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많은 IT 기업인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사회 흐름

은 교육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미국을 필두로 여러 선진국들에서 소프트웨

어를 가르치는 코딩교육을 적극적으로 공교육에 도입하려는 등 코딩교육을 적극적

으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에서 그러한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해외에서는 국가정책으로 코딩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추세다(김수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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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시작된 아워 오브 코드(The Hour of Code)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

을 알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 국민적 캠페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직접 영상을 통해 “게임을 내려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직접 만들어보자”며 코딩교

육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과 여성, 소수인종에게 코딩교육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네이버캐스트, 2016). 영국에선 5세부터 프로그래밍과 알

고리즘 수업을 컴퓨터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하여 2014년 9월부터 정규 교과과정

으로 실시하고 있다. 북유럽의 소국 에스토니아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코딩교육을

필수화하기로 하였다(Lye, Koh, 2014). 싱가포르는 2014년에 코딩 전파 계획인

‘CODE@SG’를 시작했다. CODE@SG는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쳐

컴퓨터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코딩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켜 향후 이 아

이들이 기술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며 진행되고 있는 CODE@SG에는 실시 후 1년째인

2015년 4월 기준, 2만 3,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2016년 4월까지 총 7만

2,000명의 학생들에게 전파될 계획이다(네이버캐스트, 2016).

미국은 코딩교육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주도하는 나라 중의 하나인데,

미국은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에 따라 상이한 교육과정을 가

진다. 하지만 최근 특히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컴퓨터 과학

(Computer Science, CS)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2014년 1월에 시카고에

서는 미국 대도시 중 처음으로 CS를 정규과목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하였고, 30여

개 고교에서 시범적으로 컴퓨터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뉴욕시도 올 가을학기부터 3

년간 컴퓨터교육 전문교사를 집중 양성하기로 하고 컴퓨터과학을 정규과목으로 정

할 준비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17개 주와 30여 개 교육청 단위에서는 CS 과목을 수

학이나 과학처럼 강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메릴랜드주의 Charles County

에서는 Code.org와 협력하여 2014년 가을에는 26,500명의 학생들이 모든 학년에서

컴퓨터과학 교육을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간에서의 프로그래밍교육 운동도 매우 활발한데, 그 중심에는 code.org라는 비

영리 CS교육재단과 MIT 미디어연구소가 있다. code.org는 현재 약 3천만 명이 가

입되어 있고 코딩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코딩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

며, 교사들에게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와 도구들을 지원하고 있다. MIT미디어연구

소는 스크래치와 같은 교육용 프로그래밍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다(한국 교육개발

원, 2015).

스크래치의 경우 공식 발표된 2005년 이후로 수 많은 교사들이 수업에서 사용하

고 있으며, 등록된 사용자 수만 1,3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

는 코딩교육 이러닝이다. 이 외에도 많은 코딩교육 이러닝이 존재하며, 코딩교육과

관련하여 교사 간 커뮤니티 활동이나 정보 교환 활동도 무척 활발한 편이다. 코딩

교육에 있어서 미국의 교사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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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교사들이 교실 수업에서 코딩교육 이러닝을 어떻게 활용하

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면, 한국의 교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코딩교육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에 정부에서 코딩교육의 초중등학교 적용을 공표하고, 2014

년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김수환, 2015).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2015)는

이르면 2018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코딩교육을 정식 교육과정으로 채택되며 학생들은

실과나 정보 과목 시간에 알고리즘, 프로그램 설계개발, 다른 분야와의 융합 기술

등 다양한 코딩교육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위한 인재

양성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은 초중등 학교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과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대학 교육 혁신, 민관협력에서 친(親) 소프트웨어 문화 확산

등 3대 분야에서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먼저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교육과정을 개편하

기로 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과목 시간에 학기당 17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

을 진행할 방침이다. 교사의 역량강화와 교재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2018년까지

전체 초등교사의 30%인 6만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6000명

에 대해서는 심화연수도 실시한다. 중학교 정보 과목 교사와 정보·컴퓨터 자격증 보

유 교사 1800여명에게도 심화연수를 추진한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의 교육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

학에 설치된 교양교육 전담기구를 활용해 인문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확대한다. 대학 특성화사업과 두뇌한국(BK)21 플러스, 공학교육인증제

를 통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과 유망 신산업 분야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한다는 계

획이다(조선일보, 2015).

코딩교육에 대한 이러한 전 세계와 우리 사회의 반응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코딩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코딩교육에 대한 열풍이 불게 된 이론적 뿌리는 코딩교육이 21세기에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는 컴퓨터적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다는 주장들에 있는데, 컴퓨터적 사고력은 읽기, 쓰기, 셈하기(3R)의 기초 문해력

과 같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소양으로 인식되고 있다(Yadav외 4명,

2011).

컴퓨터적 사고력이란 용어는 Wing(2006)에 의해 처음으로 컴퓨터 학계에 소개되

었는데 Wing은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

이라고 주장한다. 컴퓨터적 사고력은 컴퓨터 과학자처럼 사고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따른 문제 해결, 시스템 설계, 인간 행동의 이해를 위한

사고로 정의되며 재귀적 사고, 추상적 사고, 선행적 사고, 절차적 사고, 논리적 사

고, 동시적 사고, 분석적 사고, 전략적 사고 등을 포함한다(Wing, 2006; Win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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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 2008). 컴퓨터적 사고력의 핵심적인 의미는 인간이 실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

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절차적으로 사고하고, 문제의

해결 과정을 컴퓨팅 기기가 제공하는 강력한 능력들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사고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적 사고력은 그간 활

발히 논의되어오던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사고력 개

념이며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과 직장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배워야 할 생존기술이기도 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래사회의 인재에 필요한 역량으로 컴퓨터적 사고력 역량을

꼽고 있으며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 가장 적합한 교육의 종류를 코딩교육으로 보고

있다. 즉 코딩교육의 목적이 컴퓨터적 사고력 역량을 길러주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딩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 수준에 비해 코딩

교육을 어떤 학습 내용과 방법으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아

직 시작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시점이다(김수환, 2015). 또한 프로그래밍은 본질적

으로 고차원적 사고 및 문제해결전략을 수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배우

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컴퓨터 관련 과목의 하나로 인

식되고 있어 많은 교사들에게 코딩교육을 준비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현종, 2011).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사들은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SW 교육

방안들을 고안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일반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만한 코딩

교육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성영훈, 유승한. 2016). 또 컴

퓨터학을 전공한 교사들의 수도 학생들에 비해 현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사

들은 2018년부터 학생들에게 코딩교육을 위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지에 대한 가이드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딩교육 이러닝은 교사들을 지원하는 요긴한 도구이자 가이드

가 될 수 있다. 코딩교육 이러닝은 교실 수업에서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업 도

구이기도 하며, 학생에겐 매력적인 학습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종류의

코딩교육 이러닝이 존재하므로 교사들은 이들 이러닝을 교실 수업에 활용하여 코딩

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사가 부담을 느끼는 한 가지 부면은 코딩을 가르치는 이러닝의 수는

많지만, 많은 이러닝들 중에서 어떤 이러닝을 선택하여 수업을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Media, 2013). 코딩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수 많은

이러닝들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선 교사에게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어떤 코딩교육 이러닝이 코딩교육과 교사에게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코딩교육 이러

닝을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본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코딩

교육을 준비하려고 하는 교사에게 정제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 연구

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까지 코딩교육 이러닝이 어떤 학습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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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분석된 바가 적다. 코딩교육 이러닝이 어떤 학습 내용과 방법

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사를 위한 어떤 지원 체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안내하는 종

합적인 정보가 있다면 코딩교육을 준비하는 교사의 수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코딩교육 이러닝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초적 분석 연구가 필

요하다.

이상의 실제적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코딩교육 이러닝이 컴퓨터적

사고력 역량 향상을 위해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하고자 했으

며, 코딩교육 이러닝을 실제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자들

의 이야기를 통해 수업에서 적합한 코딩교육 이러닝 선정을 위한 판단 근거를 제시

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코딩교육 이러닝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어떠한 측면에서 코딩교육 이러닝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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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코딩교육 이러닝은 Computional Thinking을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는가?

나. 코딩교육 이러닝을 수업에서 활용해 본 경험자들은 코딩교육 이러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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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어의 정의

§ 코딩교육

코딩교육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컴퓨터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한 종류이며 세계적인 교육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 새로운 교육의 한 가지 형태이다

(최숙영, 2011).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의 변화를 목

표로 코딩교육을 공교육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딩교육은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래밍 교육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코딩 스킬

을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전문 개발자를 양성한다는 목적을 지닌 기존의 전통

적인 프로그래밍 교육과는 구분된다. 코딩교육은 학생들에게 컴퓨터 과학에서 사용

하는 논리, 패턴화, 모듈화 개념을 가르치며 궁긍적으로 컴퓨터적 사고력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코딩교육 이러닝

코딩교육 이러닝은 코딩교육과 관련된 학습내용과 도구를 제공하는 이러닝을 의

미한다. 코딩교육 이러닝은 기존의 프로그래밍 교육이 이론 교육에 치중되어 학생

들이 코딩교육에 대한 학습동기가 저하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코딩교육을 준비해

야 하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면에 있어 도움이 된다.

§ 컴퓨터적 사고력

컴퓨터적 사고력이란 문제해결, 시스템 설계, 인간행동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접근(Approach)방식으로서 컴퓨터 과학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문제

해결과정(Problem Solving Process)이다(Wing, 2006). 사람들은 컴퓨터적 사고력을

문제해결방법이나 과정으로 보기도 하며 그와 관련된 사고력이나 역량으로 볼 때도

있으며 이 둘을 혼합한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오피니언 마이닝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자연어 처리 과정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추출, 분류, 이해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이나 조

직이 주관적인 생각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

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지원 기법이다(Kim, Jeong, 2015). 오피니언 마이닝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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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대상의 평판을 비교(reputation comparision)하는데 사용되는

유용한 방법이다(Che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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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가. 코딩교육

1) 코딩교육의 배경

코드는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이며, 코딩은 정보가 매체 간에 옮겨질 때 이를 그

매체가 이해할 수 있는 규칙으로 기술하는 과정을 뜻한다(Baeyer, 2004). 코드는 컴

퓨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언어이고 이 코드를 입력하는 행위를 코딩이라고 할 수

있다. 코딩교육은 이러한 코딩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며 저자에 따라 SW교육, 프로

그래밍 교육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 되고 있기도 하다.

코딩교육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맞아 새로운 미래지향형 교육의 하나의 형태

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간의 사회적 삶과 세상을 좀 더 나

은 방향으로 변화된 많은 사례들이 최근까지 있어왔기 때문이다. 아이디어의 구현

과 문제점 해결에 소프트웨어가 중심적으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서 소

프트웨어 교육은 전통적인 수학, 과학 등의 교과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사고방식인 컴퓨터적 사고력을 함양한다고 여겨진다(윤현정, 2016).

핀란드는 우수한 교육정책과 교육 시스템으로 가장 선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나

라로 일컬어지는데, 2012년 실시한 PISA의 결과에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2016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교육과정으로 정하여 초등학교에서부터 본격적

으로 실시하도록 준비하였다(신승기, 배영권, 2015). 미국의 경우 컴퓨터과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시카고를 비롯한 여러 학구에서 컴퓨터과학을

필수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인도의 경우 컴퓨터과목이 필

수과목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정규과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

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컴퓨터과학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

토니아의 경우 국가 주도적으로 컴퓨터과학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

으로 하고 있으며 컴퓨터프로그래밍을 7세부터 18세까지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최

숙영, 2015). 영국은 2014년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규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으며, 같

은 해 미국 역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정규 교과 과정으로 편성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2018년부터 초중등 교과 과정에 소프트웨어 의무 교육이 도입될 예정이다

(Park, 2014).

이러한 흐름 아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

데 이들은 대부분 컴퓨터 교육의 관점에서 실시된 연구들로 국내외 관련 교육 과정

및 그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거나 운영된 교육 과정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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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활용 가능한 콘텐츠 및 교재의 개발 방안과 사례 등을 소개하는 연구로 이

루어진다. 이들 연구들은 새롭게 실시된 교육 과정으로서 코딩교육에 대한 초기적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며 이런 맥락에서 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이 교육 현장에서의

교과 운영, 효과 측정, 도구 개발이라는 실질적인 측면에 편중되어 있는 편이다(윤

현정, 2016)

코딩교육의 목적은 학습자를 개발자나 프로그래머로 만드는 데에 있지 않다. 코딩

교육의 목적은 핀란드의 국가주도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KOODI 2016의 소프트웨

어 교육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핀란드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전제는 프로그

래밍 능력이 21세기의 기본 능력이며 컴퓨터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며,

코딩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흥미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수 있는

영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코딩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컴퓨터적 사고력을 통한

문제해결력에 있다. 코딩교육은 정보과학의 원리를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수단을 통

해 교육하고 궁극적으로 컴퓨터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결국 컴퓨터적 사

고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미

래 인재의 핵심역량을 키우자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 간혹 코딩 혹은 소프트

웨어라는 단어 자체에 현혹되어 프로그래머나 개발자 양성과 같은 직업인을 길러내

는 것이 코딩교육이라고 하는 오해가 있곤 한데, 코딩교육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이 최종 목표를 두고 있는 개발자 양성과는 다르다(교육부, 2016). 2015년 개정교육

과정의 정보교과에서 제시된 컴퓨터적 사고력과 관련된 학습목표를 살펴보면 ‘컴퓨

팅 원리에 따라 문제를 추상화하여 해법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 과정을 통해 소프

트웨어로 구현하여 자동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2) SW교육의 어려움

지식 기반 경제의 필수적인 기술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교육계에도 큰 영향을

미쳐 학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은 광범위하게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소프트

웨어 교육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공교육 정규 과정

으로 넣기에 어려웠고, 컴퓨터 과학 소양을 지닌 교사들도 부족했고, 어렵고 지루한

과목이라는 이미지와 평판 때문에 특히 여학생들이 컴퓨터 전공을 선택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졌다.

컴퓨터 분야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SW교육이나 프로그래밍 교육과 코딩교육

은 구분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코딩교육이 기존의 전통적 프로그래밍 교육과

다른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교육의 목적은 주로 코딩 스킬을 가르

쳐 SW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있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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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교육 비교 항목 코딩교육
컴퓨터학 관련 전공자 학습 대상 공교육 및 비전공 학습자

산업용 언어

(C, JAVA 등)
학습 내용

교육용 언어

(스크래치, 블록키, 엔트리,

HTML, JavaScript 등)

SW 개발자 양성 교육 목적 컴퓨터적 사고력 역량 계발

코딩 스킬 획득 학습 목표
컴퓨터적 사고력 기술의 획

득
Text 위주 실습 환경 Visual 위주
높음 학습 난이도 낮음

교육에선 교육내용의 초점이 SW개발에 맞춰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공교육

과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딩교육의 목적은 학습자들을 미래 인재로서의 역량

을 길러주는 것이며 따라서 학습목표가 컴퓨터적 사고력 능력의 향상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김수환, 2015).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교육의 목적은 SW개발자를 양성하는 데에 있으므로 학습내

용도 산업용 언어인 C나 JAVA와 같은 언어를 주로 선택하여 구성되어 있다(김수

환, 2015). 반면 코딩교육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수행되므로 교육용 언어인 스크래치

나 엔트리 등이 활용되며 HTML이나 JavaScript 같은 웹사이트 개발 언어가 사용

된다(윤현정, 2016). 위 내용을 표로서 비교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Ⅱ-1> 프로그래밍 교육과 코딩교육의 비교

초기 SW교육이 교육현장에 정착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프로그래밍을 다양한

창작 표현의 도구가 아닌 프로그래밍 자체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즉 프로그래밍이 학습자들의 흥미와는 거리가 있는 활동들이었다는 것이다(윤현정,

2016). 예를 들어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컴퓨터

학원이 매우 많았고 프로그래밍을 배우러 학원에 가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때엔

GW-Basic과 같은 실용성과는 거리가 먼 언어를 배웠다. 당시의 프로그래밍 수업은

컴퓨터적 사고력 역량을 계발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프로그

래밍 수업이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만들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짜

여진 코드를 베끼는 수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Jenkins(2002)는 대학교육 맥락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7가

지로 분류하였다.

Ÿ 다양한 기술 : Syntax 기본, 절차 Semantic, 구조

Ÿ 다양한 과정 : 알고리즘을 세분화하는 과정, 그것을 코드로 옮기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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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언어 :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

Ÿ 교육적인 새로움 : 새로운 과목에 대한 부담감

Ÿ 관심 : 학생들은 지루해 함.

Ÿ 평판과 이미지 : 어렵다는 이미지

Ÿ 학습시간 : 대학에서 배우기 때문에 시간 스케줄의 문제

학습자 관점

이충기와 홍석원(2004)은 다음과 같이 코딩을 처음 배우는 초보자들의 특징을 기

술하였다. 초보자들은 전형적으로 코딩 지식을 배운 후 잊어버리거나 사용하지 않

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다. 특히 변수, 반복문, 배열과 회귀 등과 같은 기본적인 구

문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주어진 문제를 코딩할 때 계획

(Planning)과 설계(Design)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인 문제 해

결 전략들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특히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 경우 면

밀한 검토보다는 대충 확인하고 부분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주어진 문

제에 대한 해법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지 못한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각 구문의 구문론과 의미론은 알지만 그 구문들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작동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 특히 코딩할 때 의미 있는 프로그램 묶음

들이나 구조들을 사용하기 보다는 구문 별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초보

자들은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자 하는 동기와 의지가 약하다.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

래밍 지식을 강사들로부터 배울 수 없다. 특히 문제 해결 지식의 추상적 표현은 직

접 배울 수 없고 스스로 해 봄으로써 배울 수 있다. 그들은 그 지식을 습득하기 위

해서 많은 노력과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충분한 연습을 하

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시도한 후에 프로그래밍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실

망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고 포기하게 된다. 또

한 오류가 있는 코드를 대충 검토한 후 고치려고 하고 시행착오에 의해 프로그래밍

을 하는 경향이 있어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

교수자 관점

일반적으로 초보자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마찬가지로 초보자가

코딩을 배우는 것 또한 어렵다(이충기, 홍석원, 2004). 대부분의 학생들이 코딩이 매

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학에서 코딩 과목들에 대한 학생들의 낮은 성취도와

높은 중도 탈락율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Truong, Bancroft, Roe, 2002).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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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가 일반 학습자에겐 익숙하지 않은 인공적인 언어이고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과 경험으로 얻어지는 지식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코딩

언어는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포함하며 학습자가 코딩을 잘 할 수 있으려면 그 언

어의 구문론(syntax)과 의미론(semantics)를 알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추상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매우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조차 학습

자는 많은 추상적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지식들은 교수자가 직접적

으로 학습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성질의 지식들이다. 학

습자는 이런 지식을 많은 연습을 통해 습득해야만 코딩을 잘 할 수 있지만, 그 과

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코딩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닝 맥락에선 개별적인 지도가 어려우므로 코딩을 가르치는

것이 더 어렵다. 또 코딩 학습이 어려운 다른 이유는 코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층적으로 합쳐진 통합기술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지식을 이

해하였다고 코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해

야만 올바른 코딩을 할 수가 있다. 코딩을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아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코딩 학습이론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De Boulay는 프로그래머가 습득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영역들을 제시하

고 있다(Soloway, Spohrer, 2013).

①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이해

②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된 컴퓨터의 모델

③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문론과 의미론

④ 구문들을 결합하여 구조화하는 방법

⑤ 완성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실제적인 방법

위의 영역들은 서로 중복되고 코딩을 배우기가 어려운 잠재적인 원인이 된다. 따

라서 코딩 관련 지식을 배우고 개발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특히 초보자

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선 위 영역들을 다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이충기, 홍석원, 2004). 많은 학습자들이 코딩을 배우려고 시

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하나의 완성 프로그램이 동작

되고 운영되기 위해선 많은 관련 지식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지식은 가르치고 배우기가 어려운 성질의 것이다. Oliver(1993)는 그의

실험에 기초하여 코딩 지식에 관한 계층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1) 구문론 및 프로그램 구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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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문들(statements)을 적용하는 능력

(3) 문제 해결 능력

첫 번째 유형의 지식은 연산들(operations)의 동작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알고

리즘을 이해하고 프로그램 내에 있는 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두

번째 유형의 지식은 문들을 결합하여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지

식을 가진 학생들은 모델 프로그램과 비슷한 해법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 주어진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풀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유형의 지식은 초보자의 제한된 지

식으로 인해 갖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는 초보자들이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작

성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 모델 프로그램을 추가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

정하고 확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3) 코딩교육을 위한 교수전략

코딩교육의 목표는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갖추는 것인데 코딩능력은 자동

차 운전처럼 며칠 만에 습득할 수 있는 단순한 운동기능이 아니다. 훌륭한 건축물

을 세우기 위해 기초를 튼튼하게 지어야 하듯 코딩도 그 기초를 튼튼하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처음 코딩을 배우는 학생들이 재미있게 코딩에 입문하도록 도

와주어야 한다. 특정 언어의 문법을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Norvig, 2016).

그러나 교육현장의 현실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가르치는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 학생들은 쉽게 싫증을 느끼고 코딩을 기피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접

하고 컴퓨터 능력이 뛰어난 학습자들이 정작 코딩을 싫어한다면 그것은 코딩교수전

략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찬도(2010)는 입문자를 위한 코딩교육 전략을 제

시하였다. 코딩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코딩을 배

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처음 배우는 언어가 잘 선정되어야 하고, 언어를 배우는

소프트웨어 환경도 GUI를 포함하는 사용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 또한 코딩 예

제나 실습 과제도 텍스트 기반을 벗어나 멀티미디어를 다룬다면 학습자의 학습동기

를 잘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관련 전공의 교육과정에선 흔히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언어인 C/C++나

Java를 먼저 가르치는데 이런 언어들은 바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용이라 모든 복잡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 게다가 실습 예제나 과제도 주로 텍

스트 기반이라 처음 접하는 학습자에겐 무척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다

보니 처음 배우기에는 너무 어렵고, 이걸 왜 배우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전체 그림

을 그릴 수도 없다.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흥미를 잃게 되고 수업을 결국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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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어린 아이가 외국어를 배울 때 처음부터 복잡한 문법부터 학습하지 않듯이 코딩

언어도 학습자가 즐기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코딩학

습에서 성취감과 재미를 경험한 학습자는 그 다음 학습과정을 더 기대할 것이며 학

습동기를 계속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 배우는 언어를 잘 선택할 필

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 가능하면 쉽고 단순해야 한다. 코딩교육의 목표는 바로 쓸 수 있는 실용기

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양을 기르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흥미를 갖고 즐겁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외부의 요인에 의해 억지로 하지 않고

내재적 학습동기가 강해야 한다. 셋째, 코딩의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코드를 작성하여 컴파일과 디버깅을 마친 후 실행을 통해 결과를 보는 것이 일반적

인 프로그램 개발 단계인데, 이 과정은 매우 지루하고 학습자를 지치게 만든다. 컴

파일 에러는 외계어 같아서 이해할 수 없고, 컴파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학습자는 좌절하게 된다. Java의 경우 환경설정 과

정이 입문 학습자에겐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 실제 코딩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코딩

학습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처음 배우는 코딩 언어는 이러한 여러 절차를

일일이 거칠 필요 없이 코드 작성에서 결과 출력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

다.

원유집(2010)은 코딩교육이 프로젝트 기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를 찾아내고 분석하여 좀 더 잘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학습

자가 배워야 하는 것인데 코딩교육에선 학습과정이 지식 수준에서의 학습으로 멈추

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현을 통해 학습내용을 체화하는 수준까지 설계되어야

한다. 즉 교수전략이 Learning by Doing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Deimel과 Moffat(1982)는 코딩 입문 과목에는 다음과 같은 네 단계가 있어야 한

다고 제안하였다.

(단계 1)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동작을 관찰하고 그것의 이로움과 한계를 평가하

기 위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한다.

(단계 2) 학생들이 좋은 구조를 가진 프로그램들을 공부하게 한다.

(단계 3) 학생들이 모델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확장하게 한다.

(단계 4) 학생들이 새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설계하고 작성하게 한다.

초보자들이 위 첫 세 단계들을 수행하도록 잘 설계된 예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

는 것은 좋은 전략이다. 학생들은 먼저 예제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직접 실행해보면

서 프로그램의 동작과 기능을 경험하게 된다. 예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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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런 학습과

정을 통해 코딩 개념들과 기술들을 배우게 된다. 이런 전략을 완성 전략(completion

strategy)라고 한다(Van, 1990). 반면 위 네 번째 단계는 생성 전략(generation

strategy)라고 불리는데 이 전략은 아무런 토대 없이 학습자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라 초보자들에게 바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전략은 초보 학

습자들의 학습동기를 더욱 떨어뜨리거나 좌절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성 전

략보다 완성 전략이 초보자를 위한 더 적절한 학습 전략이라고 알려져 있다(Chang

외 3명, 2000). 초보자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래밍 학습 전략은 잘 설계된 프로그램의

빈 부분을 채워 넣는 것으로 프로그래밍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완전한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예제 프로그램들을 수정하고 확장하게 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완성 전략이 초보자를 위한 더 적절한 학습 방법으로 보편화

되었다(이충기, 홍석원, 2004).

코딩 과목의 평가는 코딩 언어의 이론적인 내용 뿐만이 아니라 코딩 능력을 평가

해야 한다. 코딩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코딩 과제물을

통한 평가이다. 그러나 과제물 평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시험을 통해서도 코딩

능력을 평가 한다. 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효과적인 문제 유형들의 일부는 다음

과 같다(Van, Grissom, 2001).

(1) 주어진 코드의 출력 결과를 예측한다.

(2) 주어진 문제를 푸는 코드를 작성하게 한다.

(3) 코드의 일부분을 작성하게 한다.

(4) 오류가 있는 코드를 수정하게 한다.

이러닝 맥락에서의 평가는 학습자의 컴퓨터 활용 숙련도의 차이나 플랫폼의 제약

등의 이유로 객관식이나 단답형 문제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객관식 시

험을 통해 코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된 네 가지 문제 유형들을 객

관식 문제로 만들어 출제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이충기, 홍석원, 2004). 이충기와 홍

석원(2004)은 코딩 학습과 초보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교안 설계

전략을 제시하였다.

1) 주어진 문제를 코딩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포함시킨다

해당 강의 주제에 적합한 문제를 코딩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게 한다. 단순히 구현 결과만을 제시하는 대신

주어진 문제의 요구사항 분석과 이에 따른 대안들을 검토한 후에 선택한 설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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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세히 기술한다.

2) 코딩 실습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실습 환경과 연동되게 한다

코딩을 배우는 것은 실습과 코딩 연습을 통해 완성된다. 이러닝 기반 강의에서는

실습도 인터넷과 웹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안에 실습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 특히 주어진 코딩 예제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시켜 결과를 확인하거나 수

정할 수 있는 실습 환경과 바로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실습 환경은 비싼 소프트

웨어를 사서 설치하는 대신에 무료로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내려 받아 설치하도록

하고 학습장소와 상관없이 동일해야 한다. 특히 초보자가 쉽게 코딩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간단하고 배우기가 쉬워야 한다.

3) 코딩 과제물을 학습자가 스스로 수행하기 쉽게 개발한다

코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코딩을 많이 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초보자가

강좌를 학습한 후 코딩을 스스로의 힘으로 하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초보자가 코딩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어진 프

로그램을 그 대로 작성하여 실행시키게 하는 유형으로 시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

다. 다음에 주어진 잘 설계된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수정하고 확장하는 유형으로 개

발하여 포함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서 초보자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게

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 작업들이 프로그램 내에서 부분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를 배울 수 있다.

4) 단순하고 사용하기 쉽게 개발한다

수강생이 이러닝 기반 강의로 학습할 때 프로그램을 많이 내려 받아 설치해야 되

는 등 복잡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면 수강생의 학습 의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최

악의 경우에는 학습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강좌를 볼 때 도움말

을 수시로 참조해야 하는 등 사용법이 복잡하다면 이 또한 학습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강좌를 단순하고 사용하기가 쉽게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좋은 디자인을 가지게 개발 한다

수강생이 장시간 강좌를 보아야 하므로 강좌가 좋은 디자인을 갖도록 해야 한다.

화면 구성이 잘 정돈 되어야 하고 화면마다 적절한 양의 정보가 있어야 한다. 또한

느낌이 좋고 편안한 색을 써서 눈의 피로감을 줄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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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빈도수 비율
Computational

Thinking
15 35%

컴퓨터적 사고력 2 5%
정보과학적 사고 2 5%

컴퓨팅 사고 2 5%
컴퓨팅 사고력 14 33%
계산 사고 2 5%
계산적 사고 6 14%
총계 43 100%

나. 컴퓨터적 사고력

컴퓨터적 사고력은 카네기 멜론 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Wing(2006)이 논문을

통해 소개되어 학계에 크게 부각되었다. 이 개념은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직장에서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컴퓨터적 사고력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적인 노력과 지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컴퓨터적 사고력은 이전의 컴퓨터

활용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들을 보이므로 컴퓨터적 사고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컴퓨터적 사고력의 특징과 필요성 및 컴퓨터적 사고력 관련 교육 현황

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컴퓨터적 사고력의 개념과 특징

컴퓨터적 사고력의 한국어 번역은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지 않아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어떤 저자는 영문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영어

직역에 가깝게 ‘컴퓨팅 사고’라고 쓰는 경우도 있다. 영어 의역에 가까운 ‘컴퓨터적

사고‘, 좀 더 한국적인 맥락을 반영한 ’정보컴퓨터 사고‘, 중국어 번역을 그대로 가져

온 ’계산 사고‘라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컴퓨터적 사고력과 관련하여 발

표된 국내 논문 43편에서 컴퓨터적 사고력을 번역하여 사용한 사례를 알려주고 있

다.

<표 Ⅱ-2> 컴퓨터적 사고력 용어별 번역 비율

위 표를 보면 컴퓨터적 사고력 용어를 번역하지 않고 영어 원문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35%로 가장 높았고 컴퓨팅 사고력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33%로서



- 19 -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컴퓨터적 사고력을 사고력이라는 용어로 사용한 경우도

도합 38%로서 적지 않은 저자들이 컴퓨터적 사고력을 역량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컴퓨터적 사고력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들이 그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비교적 최근에야 연구가 시작되어 학문적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문교

식, 2013). 컴퓨터적 사고력은 Wing(2006)에 의해 처음으로 컴퓨터학계에 소개되어

큰 반향을 일으켜왔는데, Wing은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

으로 필요한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컴퓨터적 사고력은 컴퓨터 과학자처럼 사고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따른 문제 해결, 시스템 설계, 인간

행동의 이해를 위한 사고로 정의되며 재귀적 사고, 추상적 사고, 선행적 사고, 절차

적 사고, 논리적 사고, 동시적 사고, 분석적 사고, 전략적 사고 등을 포함한다(Wing,

2006; Wing, 2007; Wing, 2008).

Wing(2006)은 다양한 예와 함께 컴퓨터적 사고력의 개념을 구체화하였으며, 이은

경(2009)은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요약하였다. 첫째, 불명확한 문제의 속성을 명확

히 규정하기 위한 문제 표현 능력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

문제의 현재 상태와 제약 조건, 목표 상태를 정의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문제 해결

을 위한 최상의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컴퓨터 과학은 컴퓨팅 장치를 사

용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판단해야 때문에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보다 정확한 방

법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문제의 복잡성을 간소화하기 위한 문제 재정의 능력이

다. 즉, 실세계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거대한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할 경우, 축소, 삽입, 변환, 모의실험 등의 이미 알려진 해법들로 다시 정의하는 능

력을 의미한다. 셋째, 문제 해결을 위해 재귀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다. 재귀적 사

고는 문제 해결이나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단지 해법의 정확성과 효율성만 고려하

는 것이 아니라, 더 간결하고 세련된 해법이나 시스템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넷째,

문제의 복잡성을 간소화하기 위한 추상과 분해 능력이다. 크고 복잡한 작업에 착수

하거나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들을 분리하

고,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고, 문제를 보다 해결하기 쉽게 만

들기 위해 문제의 관련 양상들을 모델링하는 능력이다. 또한 크고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일이 이해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스템 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수

정할 수 있는 능력이며, 예측을 통한 사전인출과 캐싱 등과 같은 모듈화 능력을 의

미한다. 다섯째, 실생활의 비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발견적 추론 생성 능력이

다. 이는 불확실한 현상에 관한 계획이나 스케줄링, 웹 페이지 검색 전략, 게임에

이기기 위한 전략, 반례 등을 검색하기 위한 사고 능력 등으로 다양한 문제 해결

상황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의미한다. 여섯째,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측하고 해결하기 위한 선행적 사고 능력으로 예방, 보호 및 에러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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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견제, 중복정책 등을 통한 최악의 시나리오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사고 능력이

다. 예를 들어, 경쟁이나 교착 상태 제어 및 회피 전략 생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곱째, 문제 해결, 시스템 설계 시 시간과 공간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고 능력

이다. 즉 많은 양의 자료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고 능력

으로, 시간과 공간, 처리 능력과 저장 공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사

고 능력이다.

컴퓨터적 사고력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워싱턴 D. C에서 열린 두 차례의 워크숍

에서 논의되었는데 이 워크숍에서 논의된 컴퓨터적 사고력에 대한 학자들의 각각의

정의를 김경규와 이종연(2016)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Ⅱ-3> 컴퓨터적 사고력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Yadav외 3명은 컴퓨터적 사고력의 핵심적인 의미가 인간이 실생활에서 직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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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절차적으로 사고하고, 문

제의 해결 과정을 컴퓨팅 기기가 제공하는 강력한 능력들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

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종합적인 사고과정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컴퓨팅 시스템

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인간의 사고 능력과 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인지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컴퓨터적 사고력은 복

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추출․분석하여 문제의

해결 모델을 구축하고, 이러한 모델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구현하여

문제의 해결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연구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컴퓨터적 사고력에 대한 정의는 약간씩 다른 측면을

보이지만 문교식(2012)은 다음과 같이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정리하였다.

① 컴퓨터 과학에 기초한 문제해결의 방법이다.

② 문제해결의 논리적 구체적, 계산형태의 명확한 기호적 표현 방법이다.

③ 문제해결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절차적 사고의 과정이며 인간의 지적 능력을

확장하는 추론의 과정이다.

④ 문제해결을 위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인지적도구로 사용한다.

⑤ 기술과 사고 과정의 한정된 집합이 아니라, 기술과 학습의 역동적 성격을 반영

하는 개방적이고 성장하는 개념이다

⑥ 컴퓨터적 사고력 핵심적 개념은 명확한 절차의 반복 적용, 탐색, 패턴 매칭, 반

복적 정교화, 무작위 기법, 모델링, 시뮬레이션, 시각화 등이다.

⑦ 컴퓨터적 사고력 교육의 대상은 공학자, 과학자를 중심으로 전 분야의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K-12과정의 학생들이다.

컴퓨터적 사고력이란 컴퓨터의 기본 작동원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를 해결하는 일련의 사고과정과 행동원리를 총칭한다. 이는 컴퓨터 과학자들만 사

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사고이며 이미 여러 학문에서 활용되고 있

다(남충모, 김종우, 2011).

Wing(2008)은 컴퓨터적 사고력의 핵심 요소를 추상화(Abstraction)와 자동화

(Automation)로 보았으며 이러한 능력이 다른 학문 분야에서 다루는 사고 능력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하였다. 이은경(2009)은 컴퓨터적 사고력의 추상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컴퓨팅 영역에서의 추상화는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차원을 넘어선 개념들을

추상화한다. 따라서 수학적 추상화는 특정 사례로 표현되는 특성이 있지만, 컴퓨팅

영역에서의 추상화는 매우 일반적인 특성을 지닌다. 둘째, 컴퓨팅의 추상화는 수학

이나 물리학의 추상화보다 더 풍부하고 복잡한 경향이 있다. 컴퓨팅 영역의 추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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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컴퓨터적 사고력의 구성 요소

는 수학에서처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컴퓨팅 영역에서

사용되는 추상 자료형인 스택의 경우, 두 개의 스택을 더하기 위해서, 두 개의 숫자

를 더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또한, 두 개의 알고리즘을 상호 배

치할 경우, 단순한 합이 아닌, 병렬 처리를 의미하며, 두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합할 경우, 주의 깊은 사고와 전체적인 연구 협의와 정의의 과정이 요구된다. 셋

째, 컴퓨팅 영역에서의 추상화는 본질적으로 물리적 실세계의 제약조건 안에서 수

행하기 위해 구현되기 때문에 극도로 특수한 사례들과 실패 사례들을 면밀히 고려

해야만 한다. 따라서 수학이나 물리학의 추상화보다 더 복잡한 경향이 있다. 추상화

능력과 더불어 컴퓨터적 사고력 능력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자동화 능력

이다. 추상화 과정을 통해 생성한 추상적 개념들은 다양한 컴퓨팅 장치를 활용한

자동화 과정을 통해 강화될 수 있으며, 자동화는 추상적 개념들을 해석하고 구현하

기 위한 장치들을 필요로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가능한 장치는 컴퓨터이지만,

추상적 개념의 속성에 따라 컴퓨터보다 인간이 수행하는 것이 더 치밀하고 견고할

수 있다. 따라서 추상적 개념의 자동화 과정은 특정 기계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인간의 처리 능력과 기계의 처리 능력이 통합된 형태를 이용하거나 다

양한 기계 장치의 통합 형태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생성한

추상적 개념의 자동화를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능력

이 가장 중요하다.

이은경(2009)은 컴퓨터적 사고력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계열화하여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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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컴퓨터적 사고력의 구성

남충모와 김종우(2011)은 컴퓨터적 사고력의 추상화 능력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문제해결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것을 알고리즘적 사고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해결의 절차를 마련하거나 문제해결방법 및 과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서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며, 문제해결 절차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 바로 재

귀적 사고이다. 비판적 사고는 제시된 문제해결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더 효율적

인 문제해결방법을 찾는 사고과정이다. 다양한 컴퓨터적 사고력의 하위요소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며, 문제해결과정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사용된다(유중현, 2008).

최숙영(2011)은 컴퓨터적 사고력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구조적으로 계열화하여

제시해주었다.

컴퓨터적 사고력은 여러 가지 기술들(skills)과 유기적이며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기술들이 포함된다(Google for Education, 2016).

Ÿ 문제를 컴퓨터나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여 풀 수 있도록 다시 표현해내기

Ÿ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조직하고 분석하기

Ÿ 모델이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데이터를 표현하기

Ÿ 알고리즘적 사고를 통해 해결책을 자동화하기

Ÿ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절차와 자원 사용을 목표로 가능한 해결책을 확인하

고 분석하고 구현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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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구현된 문제해결과정을 다양한 다른 문제들에 전이해서 일반화해보기

이런 기술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성이나 태도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Google for Education, 2016).

Ÿ 문제의 복잡함을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

Ÿ 어려운 문제들을 참으면서 풀 수 있다는 인내심

Ÿ 모호함에 대한 참을성

Ÿ 열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

Ÿ 공동의 목표나 해결책을 이루기 위해 동료들과 협업하는 능력

컴퓨터적 사고력은 비판적 사고나 수학적 사고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다르다(Barr, D., Harrison, J., & Conery, L., 2011).

Ÿ 독특한 사고 기술들의 조합으로서 같이 사용되었을 때 문제해결의 새롭고 강력

한 형식을 위한 기반을 제공함

Ÿ 도구 지향적임

Ÿ 시행착오나 반복, 그리고 문맥 내에서 추론하기 등과 같은 문제 해결 기술들을

활용함. 이런 기술들은 이전에는 비실용적이었지만 컴퓨터 기술을 통한 자동화

로 가능해짐

컴퓨터적 사고력을 문제 해결 과정에 활용하게 된다면 복잡한 대량의 자료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컴퓨터의 힘을 빌려 인간의 사고 능력 이상의 것들

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람의 인지 구조를 확장시켜주는 역

할을 한다(Yadav외 3명, 2011).

컴퓨터적 사고력은 컴퓨팅 기술이 사회의 근간이 되고 이를 활용하여 복잡한 문

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한 21세기에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강조

되고 있으며, 읽기, 쓰기, 셈하기(3R)의 기초 문해력과 같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

아야 할 기초 소양으로 인식되고 있다(Yadav외 3명, 2011).

문교식(2013)은 컴퓨터적 사고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① 컴퓨터적 사고력의 보편성; 계산사고는 컴퓨터과학의 개념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정보기술이 각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볼 때 그 원

리가 되는 계산사고는 점차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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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산사고의 명확성; 계산사고는 문제의 표현과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적 방법

을 채용하여 추상화와 모델링에 명확성을 추구하고 있다.

③ 기술사회에서의 필요성; 계산사고는 현대 기술사회의 각 영역에서 정보기술의

절차와 방법을 위한 기술 언어(descriptive language)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언어의 이해는 기술사회의 현상과 절차를 이해하는 기반이 된다.

④ 국가경쟁력 향상의 도구; 정보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중심적 위치에 있고 계산

사고는 정보기술의 개념적 토대를 제공하므로 컴퓨터적 사고력은 국가경쟁력의 토

대가 된다.

⑤ 다른 분야의 발전을 위한 도구; 컴퓨터 분야 뿐 아니라 비컴퓨터 분야에서도

컴퓨팅 도구를 이용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계산 도구를 활용함으

로써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

⑥ 개인의 기술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도구; 정보 기술은 개인의 개인생활 및

직업 영역에서 필요한 기능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제 기능 위주의 정보기술을 넘어

컴퓨터과학의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한 컴퓨터적 사고력이 개인의 삶에 필요하게

되고 있다.

로고의 개발자인 Seymour Papert(1980)는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

의 생각을 프로그램으로 표현하고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까지 디버깅을 하면서 자신

의 생각에 대하여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Guzdial(2004)은 “학습자는 자신의 프로그

램을 디버깅하면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디버깅한다. 프로그래밍은 자신의 생

각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디버깅과 계획과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얻을 수 있

다”고 언급하였다.

2) 컴퓨터적 사고력의 학습내용과 교수 전략

아직 국내에선 컴퓨터적 사고력에 대한 학습은 이 분야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이제 시작 단계이며 아직 컴퓨터적 사고력 개념조차 제대로 확산되지 않은 국내에

선 컴퓨터적 사고력을 어떤 내용과 어떤 방법으로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다(문교식, 2013).

Resnick외 6명(2009)은 선도적 연구자들이 컴퓨터적 사고력의 학습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을 정리하여 보여주었다. 이는 컴퓨터적 사고력을 학습목표로

하는 수업설계 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① 데이터의 생성과 표현; 사물과 그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존재

함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의 생성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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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개념을 연습한다.

② 데이터로부터 정보의 수집과 표현; 데이터의 체계화, 조직화, 다량의 데이터로

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다.

③ 반복 실행과 호출; 이 개념은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한 문제의 표현과 해결에

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다. 반복을 통하여 문제가 어떻게 표현되고

해결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절차적 표현과 해결 방법을 학습한다.

④ 문제의 분할; 컴퓨터 알고리즘의 핵심적 개념으로 복잡한 문제를 계산 가능한

(또는 처리 가능한) 작은 문제들로 나누고 그 각각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기법이

다.

⑤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실험을 통하여 사물을 이해한다. 가상의 세계를 만

들고 그 세계를 통하여 어떤 이론을 실험하고 관찰한다. 시뮬레이션 도구를 사용하

는 방법을 배우고, 여러 분야에서 실험을 통하여 학습한다.

⑥ 모델링; 모델은 복잡한 현상/시스템의 표현, 변수의 조작으로 그 현상/시스템

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다. 모델의 체험을 통하여 모델의 적용 범위, 장점과 단점

등을 학습한다.

컴퓨터적 사고력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전략은 아직 연구되거나 개발된 사례가

많지 않은 편이지만 최근 들어 일부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은경

(2009)은 로봇을 활용하여 모델링하는 실체적인 시뮬레이션 경험을 제공하는 로봇

프로그래밍 교수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Merril의 교수 핵심 원리를 도

입하였고 4C/ID 모형에서 제사한 교수 학습의 4가지 핵심 구성 요소를 설계하였다.

김수환(2012)은 컴퓨터적 사고력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전략으로 디자인 기반학습

을 제시하였고, 박정호(2015)는 이솝우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기반의 교수전

략을 제시하였다. 또 김수환(2015)은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매뉴얼 및 온라인 학습 사이트 제공, 동료와의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 자신의 작품

을 공유하고 피드백 받는 활동을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전략을 제시하였다.

컴퓨터적 사고력은 역량이라는 관점에선 그 자체가 학습목표가 될 수 있지만 문

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방법이나 과정 관점에선 교수 전략으

로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컴퓨터적 사고력 강좌는 다

양한 과목들 수업에서 컴퓨터적 사고력 개념들이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컴퓨터적 사고력 for Educators, 2016).

지리 과목에서 위도와 경도 개념을 활용하여 유럽 여행 최단 경로를 찾아내는 문

제를 알고리즘 설계를 통해 해결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문학 과목에선 특정 단어

가 각 나라의 문학 작품에서 몇 번이나 사용되는지, 예컨대 ‘사랑’과 같은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되는지를 데이터 수집, 데이터 표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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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화권 별로 그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에 대한 학습을 할 수도 있

다.

음악 수업에선 각 문화의 음악에 존재하는 특정 코드패턴을 사용하여 각 문화권

만의 독특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일본풍의

음악, 한국 풍의 음악, 페르시아 풍의 음악을 패턴 인식, 패턴 일반화와 같은 컴퓨

터적 사고력 개념들을 활용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요리 수업에선 특정 요

리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레시피를 알고리즘 설계를 통해 작성할 수 있고 문

학 수업에선 시(Poem)에 대한 학습을 할 때 컴퓨터적 사고력 개념인 분해를 활용

하여 시를 운율, 시상, 구조, 어조, 의미 등을 기준으로 잘게 나누어 학습할 수도 있

다. 이와 같은 예들에서 컴퓨터적 사고력 개념들이 통합교과 학습 형태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3) 컴퓨터적 사고력 프레임워크

컴퓨터적 사고력이 지난 수년 간 매우 큰 관심을 받아왔지만 실제로 컴퓨터적 사

고력이 무엇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Brennan과 Resnick(2012)은 컴퓨터적 사고력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스크래치

학습자들을 분석하여 컴퓨터적 사고력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컴퓨터적 사고력

프레임워크는 3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신적인

사고 과정이나 방법을 의미하는 컴퓨터적 사고력 개념, 문제해결 과정 중에 발생하

는 학습자의 학습과 참여를 의미하는 컴퓨터적 사고력 연습, 그리고 문제해결 과정

으로 인한 학습자들의 관점의 변화를 의미하는 컴퓨터적 사고력 관점이다. 컴퓨터

적 사고력 프레임워크에선 컴퓨터적 사고력 역량의 향상을 위해 어떤 부분들이 교

육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고 있다. 컴퓨터적 사고력 프레

임워크는 컴퓨터적 사고력이 실제로 포함해야 하는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표현하였

으며 컴퓨터적 사고력을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컴퓨터적 사고

력 프레임워크의 3가지 차원은 컴퓨터적 사고력 Concepts, 컴퓨터적 사고력

Practices, 컴퓨터적 사고력 Perspectives이다(Brennan, Resnick, 2012).

1) 컴퓨터적 사고력 개념(Concepts)

컴퓨터적 사고력 개념은 정신적 과정(mental process)과 문제해결 과정에서 사용

하게 되는 실제적 요소들이다. Brennan(2012)은 아이들이 스크래치 프로젝트를 수

행할 때 다음의 7가지 컴퓨터적 사고력 개념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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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것은 각각 순서, 반복, 병렬화, 사건, 조건문, 연산, 데이터이다.

- 순서(Sequences)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핵심 개념 하나는 작업 수행이 일련의 단계들로 이루어진다

는 점이다. 순서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행동(action)들의 순

서를 의미한다. 이 때 수행되어야 하는 행동들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순서

에 포함된 어떤 행동도 생략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요리 조리법은 해당 요리를 똑

같이 만들어내기 위해 일련의 행동들을 순서대로 기술하고 있다.

- 반복(Loops)

반복이란 순서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복

은 비단 프로그래밍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흔하게 확인된

다. 컴퓨터적 사고력 역량의 핵심 중 하나는 컴퓨터가 가진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반복 능력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다.

- 사건(Events)

사건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사건은 양방향 미디어

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예를 들어 뮤직 비디오 영상의 시작 버튼을 누르면 영

상이 재생될 때 시작 버튼을 누른다는 것이 하나의 사건에 해당한다.

- 병렬화(Parallelism)

병렬화란 명령어 순서들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선 그 문제를 아주 작은 단위로 분해해서 하나씩 해결해나가면 되는데,

사람은 작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컴퓨터

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수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조건문(Conditionals)

병렬화란 명령어 순서들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선 그 문제를 아주 작은 단위로 분해해서 하나씩 해결해나가면 되는데,

사람은 작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컴퓨터

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수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연산자(Operators)

연산자는 컴퓨터가 수학적 계산이나 논리, 문자 표현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문자

들을 의미한다. 컴퓨터의 연산자로 우리는 수학에서 다루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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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 등은 물론이고 삼각함수나 지수함수와 같은 함수들도 처리할 수 있으며 문자를

빼거나 붙이는 등의 문자에 대한 조작을 할 수도 있다.

- 데이터(Data)

데이터는 자료를 저장하고 인출하고 업데이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데이터는 컴

퓨터에서 다루는 자료이며, 여러 가지 종류의 자료를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조작하는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2) 컴퓨터적 사고력 연습(Practices)

Brennan과 Resnick(2012)은 스크래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을 관찰하고

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컴퓨터적 사고력 Concepts만으로는 학습자들의 학습과 참

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을 확인하였고, 사고와 학습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무

엇을 배우는 지에 대한 것을 넘어 어떻게 배우는지에 집중하는 컴퓨터적 사고력 연

습(Pratices) 차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습자들은 다양한 전략들 및 연습 방법들

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을 각각 다음 4가지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 점진적으로 반복하기(Being incremental + Iterative)

복잡한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건 명료하고 순서대로 진행되는 작업이 아니다. 학습

자는 프로젝트의 핵심을 이해하고, 설계 계획을 세우고 코드롤 통해 설계를 구현하

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작업 도중에 나오는 실수들을 중간

에 계속 수정하거나 좀 다 나은 방법이 있다면 원래의 계획을 변경하면서 점점 완

성품을 만들어내는 작업 방식과 비슷하다.

- 테스트하면서 디버깅하기(Testing + Debugging)

코딩의 결과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학습자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를 처리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습자는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만의 테스트 및 문제수정 전략을 개발하게 된다.

- 재사용하거나 리믹스하기(Reusing + Remixing)

다른 이의 작업물을 토대로 이어서 작업을 진행하는 일은 프로그래밍 분야에 있

어서 아주 오래된 전통과도 같은 일이다. 다른 사람의 작업물을 재사용하거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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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해 리믹스하게 되면 혼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고 더 개선되거

나 창의적인 작업물이 나오게 된다. 현대에는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의 작업물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작업물들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더욱 복잡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학습자는 다른 사람의 개발물

을 살펴 보면서 코드를 읽는 능력을 기르며 소유권(ownership)과 저작권

(authorship)에 대한 개념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 모듈화해서 추상화하기(Abstracting + Modularizing)

추상화는 핵심 아이디어를 정의내리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찾는 방법으로

서 컴퓨터적 사고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 중 하나이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에 작업을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프로젝트가 복잡

하고 규모가 크더라도 어렵지 않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를 모듈화라고 한

다. 추상화는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복잡함을 단순화

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주간 캘린더는 시간을 날과 시간 단위로 추상화하여 한

주를 표현해주며, 지도는 실제 세계를 추상화하여 표현해준다.

3) 컴퓨터적 사고력 관점(Perspectives)

프로젝트 수행 후 학습자들 본인 자신,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들 주위의 기

술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발전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학습자 관점의 놀라운

변화였으며 따라서 컴퓨터적 사고력 관점이 컴퓨터적 사고력 Framework의 마지막

차원으로 추가되었다. 컴퓨터적 사고력 관점은 이는 다음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었

다.

- 표현하기(Expressing)

우리 주위는 양방향 미디어로 둘러싸여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방향 미디

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것은 수동적이며 소비자로서의 측면이 강하다. 우리는 클

릭하고, 웹서핑을 하고, 채팅을 하며 생활하는데 이것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를 배우게 해주지만, 컴퓨터적 사고력 역량을 갖추어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컴퓨

터적 사고력 역량이 높은 사람은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을 소비하는 것 이상으로 바

라보기 때문인데, 그들은 컴퓨터를 디자인하고 자기 표현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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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이 강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창조하고 디자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연결하기(Connecting)

창의성과 학습은 사회적 연습(social practices)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다른 이

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놀라운 결과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학

습자들은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연결하기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었는데 하나는 다른 이들과 같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만든 것이다.

다른 이들과 함께 작업할 때 학습자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다른 이들을 위해 학습자가 작업할 때에는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이

들이 관심을 가져 주고 감사를 표한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다

른 이들을 위해 만들 수 있는 것들로는 재미를 주는 창작물이나, 다른 학습자가 사

용할 수 있는 도구이거나 혹은 다른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는 튜토리얼을 만드는 것

등이 있다.

- 질문하기(Questioning)

Bandura(2001)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복잡한 기술로 점점 더

통제되어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슈 하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은 무엇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컴퓨터적 사고력

기반의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한 학습자들은 스스로를 컴퓨터 과학자로 보기 시작하

였다. 토스터나 자동차 전자시스템 같은 물건들을 전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바

라보았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프로그래밍 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질문하기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뒤집어 생각해보며,

그 당연한 것들이 어떻게 더 나아지거나 바뀔 수 있는지 디자인 작업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는 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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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및 절차

가.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코딩교육과 관련하여 코딩코육 이러닝이 어떤 교육 내용과 방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코딩교육 이러닝을 수업 현장에서 활용한 경

험이 있는 경험자들의 리뷰를 바탕으로 코딩교육을 준비하려고 하는 교사에게 코딩

교육 이러닝에 관한 정제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자는 오피니언 마이닝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자연어 처리 과정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추출, 분류, 이해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이나 조

직이 주관적인 생각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

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지원 기법이다(Kim, Jeong, 2015). 오피니언 마이닝은 중요

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대상의 평판을 비교(reputation comparison)하는데 사용되는

유용한 방법이다(Chen, 2010). 오피니언 마이닝이 등장한 배경에는 온라인 커뮤티케

이션 채널의 급격한 발전과 관련이 깊다. 사람들은 포럼,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

SNS 등을 통해 어떤 상품이나 사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텍스트 형태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기업과 학계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 기

회라고 여겨지고 있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이러한 분석 작업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데, 오피니언 마이닝이 감성(sentiment)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분석하는 것에 초

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로 되어 있는 정보는 크게 사실(facts)과 의견(opinions)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사실은 어떤 것에 대한 객관적 진술이고, 의견은 사람의 감성이나 관점을 반

영하는 주관적인 진술이다. 사람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른 이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한다. 이것은 개인 차원 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도 해당되는

사실이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하려고 했을 때 기업이나 학계에선

보통은 집단심층면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왔다. 그러나 웹의 급격한 발전

으로 인해 사람들이 생산한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전에 구매해본 적이

없던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더 이상 가까운 지인들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시대

가 되었다(Liu, 2012).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은 오피니언 마이닝 기반의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데, 이는 감성 분석이 텍스트 데이터에서 감성, 영향(affect), 주관성(subjectivity)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기술했을 때 감성분석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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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오피니언 마이닝은 텍스트 데이터를 작성한 작성자의 감성, 뉘앙스, 태도를 확인

하고, 이를 유의미한 정보로 변환하여 향후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라고 할 수 있다(Kim, Jeong, 2015). 감성분석 시스템의 정확도는 일반적으로 최대

79%이다(Ogneva, 2010). 여기서 감성분석 시스템 정확도란 감성분석 도구가 측정한

감성 정보에 대해 사람이 얼마나 동의하는가를 뜻한다. 일반 사람에겐 이 정확도가

높아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사람이 감성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확률도 약

80%에 지나지 않는다(Roebuck, 2012). 이것은 감성분석 시스템이 70% 정도의 정확

도를 보인다고 해도 인간의 판단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 연구에선 감성분석과 연계된 오피니언 마이닝 방법론을 적용하여 코딩교육 이

러닝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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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절차 연구 활동

선행 문헌 조사
§ 코딩교육 관련 논의 검토

§ Computation Thinking 관련 논의 검토

↓

연구 대상 선정
§ 연구 대상 코딩교육 이러닝 선정

§ 리뷰 데이터 수집

↓

연구 도구 탐색

§ 컴퓨터적 사고력 프레임워크 기반 학습 요소 테이블

개발

§ 감성분석 도구 선정

§ 제이슨 Parsing 도구 개발

↓

자료 수집
§ 코딩교육 이러닝

§ 오피니언 마이닝 수행

↓
자료 분석 및

결론 도출

§ 자료 수집 결과 분석

§ 코딩교육 이러닝 활용 전략 제시

[그림 Ⅲ-1] 연구 절차 별 연구 활동

오피니언 마이닝 수행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 수집(Data Collection),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데이터 분석(Data

Analysis), 시각화(Visualization) 순서로 진행되었다. 데이터 수집 단계

에서는, 선정된 연구대상 코딩교육 이러닝에 대한 텍스트 형태의 리뷰

데이터를 Common Sense Education 웹사이트에서 수집하여 텍스트 파

일 형태로 저장하였다. 자연어 처리 단계에선, 저장된 각각의 텍스트 파

일을 오피니언 마이닝 API를 활용하여 제이슨(JSON) 포맷의 텍스트 파

일로 변환하여 각각의 파일로 저장하였다. 제이슨 포맷은 속성-값 쌍으

로 이루어진 데이터 오브젝트를 전달하기 위해 인간이 읽을 수 있는 텍

스트를 사용하는 개방형 표준 포맷을 말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위한 유의미한 정보 추출을 수행하기 위해 각각의 제이슨 파일들을 컴

퓨터 언어인 루비(Ruby)를 활용하여 텍스트 파싱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데이터 분석 작업인 감성분석, 평판분석을 수행하였고, 도출된 데

이터를 근거로 데이터 시각화를 수행하였다. 데이터 시각화 단계에선

Sentiment Frequency Box, Valence Tree Map, Word Cloud, Opinion

Comparison 방식의 시각화를 수행하여 정제된 데이터를 표현하였다.

연

나.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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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오피니언 마이닝 수행 절차

다.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코딩교육 이러닝과 이를 교실 수업에서 직접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코딩교육

이러닝 15개와 이들 이러닝을 수업에 활용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 전문가 및 학교

관계자 279명이 작성한 리뷰 데이터 341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코딩교육 이러닝 목록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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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코딩교육 이러닝 목록

No
코딩교육

이러닝
소개 설명 학습 대상

1
Code

Avengers

인터랙티브 온라인 방식의 코딩교육 이러닝. 난이도

있는 퍼즐들로 실제적인 코딩을 배움. 코딩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함.

6-12

2 Code.org

Hour of Code 캠페인으로 유명한 비영리 코딩교육

이러닝. 코딩을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Code Studio와

앱을 제작하게 해주는 플랫폼이 App Lab, 컴퓨터 없이

컴퓨터 과학을 배울 수 있는 Unplugged Activity까지 매우

다양하게 학습을 지원해줌.

6-12

3
Code-

cademy

코딩 여러 가지 코딩 언어들에 대한 수업들을 제공하는

인터랙티브 온라인 플랫폼.
7-12

4
Code

Combat

실제 게임을 하면서 컴퓨터 과학을 배우게 되는 게임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
7-12

5 CodeHS
Self-paced 방식으로 코딩 스킬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코딩교육.
9-12

6 Hopscotch
프로그래밍을 재미있게 만드는 사용하기 쉬운 비주얼

도구
2-8

7 Kodable

코딩 기본 컨셉을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온라인 플랫폼. 코딩 지식이 없는 교사들도 수업이

가능하도록 커리큘럼과 교안을 풍부히 지원함

K-5

8
Kodu

Game Lab

복잡한 코딩을 하지 않고도 3D 게임 디자인 창작이

가능한 게임 디자인 도구.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게임

안에서 여러 가지 개체들을 만들고 동작을 설계할 수

있음.

3-12

9 Lightbot
코딩 컨셉을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는

교육용 게임.
6-12

10
Made　

With Code

코딩 학습을 장려하는 고무적인 영상들이 풍부한

여학생들을 격려하는 코딩교육 이러닝.
4-12

11
MIT App

Inventor

텍스트 코딩 방식이 아닌 시각적인 drag & drop 방식의

블록들로 안드로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게

해주는 플랫폼.

6-12

12
MOZILLA

THIMBLE

리믹스 작업을 통해 웹페이지 디자인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러닝
4-12

13 Scratch

온라인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이를 통해 개발한

스토리나,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교육자들을 위한 커뮤니티도 활성화됨.

K-12

14 Stencyl
텍스트 코딩 없이 블록 방식으로 게임 제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개발 도구
5-12

15 Tynker
블록 방식에 텍스트 방식의 코딩까지 단계적으로

교육하는 이러닝.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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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Avengers

Codecademy와 거의 유사한 온라인 쌍방향 플랫폼이지만 이에 더해 비디오 강좌

도 제공한다. 학습 내용은 주로 웹개발에 관한 것이며 교사들을 위한 교안들도 제

공하여 10,000개 이상의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료 방식이며 7

일간 무료체험 기회를 받아 모든 코스들의 첫 번째 모듈을 무료로 학습할 수 있다.

웹사이트 브라우저 상에서 직접 코딩을 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하면서 학습을 진행

하고, 또 학생들은 배지와 포인트를 모을 수 있어서 학습동기화가 좋은 편이다. 초

급자를 위한 다른 이러닝 플랫폼들과 다르게 Code Avengers에선 실제로 코딩을 하

기 때문에 단순한 개념 이해 수준의 학습이 아닌 실제로 코딩을 할 수 있게 해준

다. 반면 실제 코딩을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난이도가 다른 초급 학습자를 위한 이

러닝들에 비해 높다. 교사용 대시보드가 제공되어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할 수 있다.

[그림 Ⅲ-3] Code Avengers

Code.org

미국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 과학을 배우도록 장려하기 위해 개발된 이러

닝으로, 모든 강좌와 플랫폼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재미있는 코딩 학습용 게임들

이 제공되며, 수 많은 유명 인사들이 비디오에 등장해 학생들의 코딩을 격려해준다.

학교에서의 코딩교육을 위한 원스톱 쇼핑과 같은 이러닝이라 할 수 있다. Code.org

는 미국의 공교육에 컴퓨터 과학 수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림 Ⅲ-4] Cod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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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cademy

Phthon, Java, PHP, Javascript, Ruby, SQL등 다양한 언어들에 대한 코딩 강좌들

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온라인 쌍방향 플랫폼을 통해 단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배우는 코딩 지식을 바로바로 실습하며 결과를 확인하면서 학습을 진행해 나

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2016년 1월 기준으로 등록된 사용자 수가 2,500만

명이다.

[그림 Ⅲ-5] Codecademy

CodeCombat

겉으로 보기엔 게임처럼 보이며, 학생들도 자신들이 게임을 하는 것이지 학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게임과 매우 유사하게 개발되었다. CodeCombat은 브

라우저 방식의 롤 플레이 게임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들을

가르친다. 학습 내용들이 실제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엔 실용적이지 못하다

는 평가가 있지만 어린 학생들이 코딩의 기본을 친숙하게 배우게 하는 면에선 탁월

하다는 평가다.

[그림 Ⅲ-6] CodeCom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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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HS

CodeHS는 프로그래밍 레슨과 퍼즐들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코드를 작성하고 사용

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해주는 이러닝이다. 학생들은 코딩 컨셉에 대한 짧은 비디오

를 보고 온라인 상에서 과제들을 수행하게 된다.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에선 학생들

은 튜터로부터 개인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CodeHS의 학습 내용

은 일반적인 컴퓨터 과학 과목의 내용과 아주 흡사하다. 1년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코스를 각각 5개를 제공한다.

[그림 Ⅲ-7] CodeHS

Hopscotch

Hopscotch는 초중등 학생을 위한 drag&drop 방식의 미디어 제작 도구이다. 학생

들은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명령어를 드래그해서 붙이는

방식으로 코딩을 하게 된다. 제작한 미디어는 공유할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의 작업

물을 다운 받아 재작업 할 수도 있다. 스크래치 인터페이스와 매우 유사한데, 이는

Hopscotch의 개발 배경이 스크래치와 같은 프로그램을 모바일로 제작하고자 한 것

에서 기인한다.

[그림 Ⅲ-8] Hopsco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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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able

코딩 기본 컨셉을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코딩

지식이 없는 교사들도 수업이 가능하도록 커리큘럼과 교안을 풍부히 지원하며

학생들의 학습을 트랙킹하는 대시보드도 제공한다.

Kodable

[그림 Ⅲ-9] Kodable

Kodu Game Lab

Kodu Game Lab은 게임을 제작하는 플랫폼으로서 학습자는 코딩 컨셉을 게임을

직접 제작하며 학습하게 된다.

[그림 Ⅲ-10] Kodu Game Lab

Lightbot

게임을 통해 코딩의 기본 개 념들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는 교육용 게임이다. 친숙하 고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으나 컴퓨터 과학의 일 부분만을 다룬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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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Lightbot

Made With Code

구글에서 만든 여학생에 초점을 맞춘 코딩교육 이러닝이다. 교육 목적은 여학생이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코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있다. 다양하고 흥미

로운 코딩 튜토리얼을 제공하며 특히 멘토들의 고무적인 영상들 여학생들이 코딩

학습을 격려해준다.

[그림 Ⅲ-12] Made With Code

MIT App Inventor

스크래치처럼 블록들을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앱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이러닝이다. App Inventor는 구성주의 학습(constructionist learning)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프로그래밍이 다양하고 멋진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주간 사용자 수가 8만7천 명,

등록된 사용자가 195개 국가에서 400만 명, 개발된 앱의 수가 1,200만개에 이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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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Ⅲ-13] MIT App Inventor

Mozilla Thimble

Thimble은 온라인 웹페이지 편집 도구이며 리믹스 작업을 통해 학생들이 웹을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한다. 웹 기반의 프로그램으로서 왼쪽 윈도우에서 코딩

을 하고 오른쪽 윈도우에서 코딩을 하며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14] Mozilla Thimble

Scratch

텍스트 방식의 코딩교육이 아닌, 블록을 조립하듯 시각적인 블록을 이용하여 코딩

을 하는 시각적 코딩 방식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도

쉽게 코딩을 배울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온라인 플랫폼이다. 스크래치

의 성공 이후로 많은 코딩교육 이러닝들이 스크래치의 블록 방식 코딩교육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스크래치의 개발 철학 중 하나는 창의성은 서로 공유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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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그래서 다른 어떤 이러닝들보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저작물들을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 코

드를 다운로드 받아 재작업을 할 수도 있다. 2016년 7월 12일 기준으로 스크래치

등록 사용자 수는 12,561,189명이며, 제작된 프로젝트는 15,700,000개 이상이다.

[그림 Ⅲ-15] Scratch

Stencyl

Stemcyl은 게임 제작 도구로서 코드 없이 게임을 디자인하는 학습을 하게 해주는

이러닝이다. 블록을 조립하여 학생들은 게임을 제작할 수 있고 다양한 플랫폼에 퍼

블리시할 수 있다. 스크래치와 비슷한 방식이지만 스크래치보다 더 많은 기능을 제

공하고 있지만 초기 학습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그림 Ⅲ-16] Stencyl

Tynker

스크래치와 비슷하게 시각적인 블록을 활용하여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플

랫폼이다. 특히 초중등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와 연동이 되

어 블록 방식의 코딩을 통해 자신이 직접 마인크래프트 게임 환경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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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7] Tynker

위에서 기술한 코딩교육 이러닝들을 학습대상, 플랫폼, 개방성(open-end) 기준으

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2> 학습대상 기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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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플랫폼 기준 분류

<표 Ⅲ-4> 개방성 기준 분류

개방성 기준 분류에서 Code.org와 Tynker가 양쪽 모두에 속하게 된 것은 정해진

과정에 따라 강좌를 수강하는 부분과 자유롭게 창작하는 도구를 모두 제공하기 때

문이다.

위에서 기술된 코딩교육 이러닝들에 대한 교사들의 리뷰 데이터는 비영리 교육

조직인 Common Sense Media에서 제공한다. Common Sense Media는 전문적 학습

평가 시스템(Learning Ratings)에 근거해 다양한 미디어와 교육용 도구에 대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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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를 진행하며 미디어와 교육 도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각각의 코딩교육

이러닝에 대한 리뷰 데이터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Ⅲ-5> 리뷰 데이터 통계

학습 평가 시스템은 총 15점 루브릭 기반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학

습 경험에 매우 중요한 3가지 요소인 engagement, pedagogy, support 영역을 측정

한다. 이 학습 평가 시스템은 300명의 교사와 1,100명의 학부모들의 설문 조사 결과

를 반영하였고, 문헌조사, 교육 기술 전문가 인터뷰, 자문위원회 컨설팅 등을 받아

1년 동안 개발되었다.

학습 평가 시스템은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인 별점 평가도 포함하고 있는데 2016

년 기준으로 별점 데이터 통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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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8] 별점 데이터 통계

학습 평가 시스템이 개발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아이들은 하루 평균 7.5

시간을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화면을 보느라 소비하며(Rideout,

2010), 저소득, 소수 집단의 아이들은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미디어 시장이 앵그리 버드 같은 게임보단 칸 아카데미와 같이 좀 더 학습에 도움

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길 바라는 목적으로 이 학습 평가 시스템 개발이 진행되었

다. 즉, 미디어와 교육 도구에 대한 전문적 평가 정보가 미디어와 교육 도구 시장을

아이들의 학습에 더 건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이 프로젝

트의 시작 배경이다. 이 프로젝트는 SCE 재단의 천 만 달러 규모의 학습 계획 프

로젝트(Learning initiative program)의 일부로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6년 기준으로 Common Sense Medial는 약 100,000개의

학교에 있는 300,000명이 넘는 교사들과 연계하여 지지와 협조를 받고 있으며, 정부

가 교육용 기술 개발에 수십 억 불을 투자하도록 만들었다(nytimes, 2015)..

Common Sense Media에서 활동하는 전문 리뷰어들은 공교육 교사 경험이 평균

8년, 석사 학력 이상이 88%인 전문가 집단이며 학습평가 시스템에 의해 리뷰를 진

행하고 있다. 또한 Common Sense Media는 일반 교사들의 리뷰도 같이 포함시켜

좀 더 입체적이며 심화된 리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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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원 총 교육 직무 기간 공교육 
평균 근무 기간 석사 이상 박사

18 326년 8년 88% 4명

<표 Ⅲ-6> 리뷰 전문가 정보

이 연구에서 사용한 리뷰 데이터는 리뷰 전문가의 리뷰 14개와 교사 집단의 리

뷰 321개이고, 리뷰를 작성한 사람들이 소속되거나 관여된 학교별 비율은 초등학교

40%, 중학교 34%, 고등학교 26%이며, 신분별로는 교사 54%, Technology

Coordinator 28%, 미디어 사서 8%, 기타 6%였다.

[그림 Ⅲ-19] 연구대상자 관련 학교 비율

[그림 Ⅲ-20] 연구대상자 신분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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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 도구

첫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연구자는 직접 15개 이러닝에 접속하

고 학습을 수행하여 학습 내용과 방법을 분석하였다. 학습 내용은 컴퓨터적 사고력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이러닝이 어떤 학습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학습 방법은 Salmon(2013)의 이러닝 학습발달 단계를 참고하여 ‘동기부여’, ‘지식 이

해’, ‘지식 구성’, ‘정보 교환’이라는 범주 하에 분석하였다.

또 코딩교육 이러닝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감성분석 방법을 사용

하였다. 감성분석이란 블로그나 댓글, 리뷰나 SNS 등에 쓰여진 텍스트 정보에서 사

용자의 의견을 탐색하는 시스템적인 기법을 뜻한다(Pang, Lee, 2008). 감성분석은

상품에 대한 리뷰나 SNS 둥에 있는 정보에서 사용자의 주된 감성 정보를 분류해

마케팅에서 고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소셜 미디어의 급

격한 성장과 더불어 중요한 연구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Dhokrat 외 3명. 2015).

[그림 Ⅲ-21] 오피니언 마이닝 모델

감성분석은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다양한 텍스트들

에서 사람의 의견 정보를 발굴하기 때문이다. 발굴된 의견 정보는 긍정적인 것, 부

정적인 것 혹은 중립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라는 문장은 긍정적인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라는 문장은 부정적인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문장들은 주관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 반면 “노트북은 100만원에 살 수 있

어요” 라는 문장은 중립적이라 객관적인 문장인데, 그 이유는 이 문장은 단지 사실

을 기술하고 있으며 의견이나 관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Opinion Mining엔 오피니언 홀더(Opinion Holder), 오피니언 오피니언 오브젝트

(Opinion Object), 오피니언 오리엔테이션(Opinion Orientation)이라는 3가지 요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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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2] Components of opinion

- 오피니언 홀더: 특정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조직을 뜻한다. 블로그나 리뷰

의 경우 내용을 작성한 사람이 오피니언 홀더가 된다.

- 오피니언 오브젝트: 오피니언 홀더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말한다.

- 오피니언 오리엔테이션: 오피니언 오브젝트에 대한 오피니언 홀더의 의견이 긍적

적, 부정적 혹은 중립적인지이 대한 것이다.

오피니언 오리엔테이션은 그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 긍정성과 부정성의 강도를

측정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영화를 좋아해요”라는 문장과 “나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라는 문장은 두 문장 모두 긍정성을 나타냈지만 후자가

좀 더 긍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날씨가 안 좋아요”라는 문장과 “날씨가 끔찍해

요”라는 문장들도 모두 부정성을 나타내지만 후자가 부정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

다.

오리엔테이션의 정도는 -100% ~ 100% 사이의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 표

는 여러 가지 문장들의 오리엔테이션 정도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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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Orientation Score Polarity

I like dogs 60.8% 긍정

I really like  dogs 76.1% 긍정

I care about  dogs 79.2% 긍정

I am happy 83.0% 긍정

I really care  about 
dogs

90.3% 긍정

I don't like  dogs -60.8% 부정

I really don't  like dogs -76.1% 부정

I hate dogs -90.3% 부정

I really hate  dogs -96.4% 부정

<표 Ⅲ-6> 오리엔테이션 예시표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감성분석 도구의 정확도는 일반적으로 최대 79%이며, 사람

의 정확도는 약 80%라고 알려져 있다. 즉, 어떤 문장의 오피니언 오리엔테이션을

사람이 정확하게 예측할 확률이 80%이며, 컴퓨터 도구가 예측할 확률은 79%라는

것이다. 여기서의 정확도란 측정된 오리엔테이션을 사람이 받아들일 확률을 뜻한다.

여기에서 사용된 확률은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된 확

률이 80%일 때, 20%의 비율로 사람들이 그 문장에 대한 오피니언 오리엔테이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 예를 들어, ”난 정말 괜찮다니까요!!“ 라는 문장은

사람에 따라 긍정적인 오리엔테이션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의견은

주관적인 것이기에 단순한 문자 정보만을 가지고 100% 정확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리뷰 데이터에서 필요한 감성 정보들만을 걸러내기 위한 자연어 처리 도구로서

HPE Haven OnDemand의 감성분석 API Version2룰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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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3] 감성분석 API

[그림 Ⅲ-24] 제이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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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분석 API는 웹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텍스트로 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다음과 같이 제이슨

포맷 형식으로 문장 단위로 감성 정보를 추출한다. 추출된 주요 정보로는 감성을

나타내는 핵심 단어들, 주제어, 감성점수 등이 추출된다.

자연어 처리 결과로 생성된 제이슨 형식의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오리엔테이션 빈

도와 오리엔테이션 점수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 텍스트 정보에서 특정 부분만을 추

출하여 해당 측정값을 계산하는 오리엔테이션 빈도 분석 파서와, 오리엔테이션 점

수 분석 파서를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였다.

[그림 Ⅲ-25] 파서

해당 파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 하나인 Ruby로 개발하였으며 사용 방법으론

PC에 Ruby 인터프리터를 설치 후 parser 파일들이 존재하는 폴더에 추출된 제이슨

텍스트 데이터를 json.txt 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후 커맨드 프롬프트 창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실행해주면 원하는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다.

[그림 Ⅲ-26] 감성분석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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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의 예에선 긍정성 빈도가 38번, 부정성 빈도가 14번이며, 긍정성과 부정성

오리엔테이션 점수의 평균이 각각 0.71, -0.53, 긍정성과 부정성 점수를 합한 종합

평균점수는 0.37임을 보여준다.

감성분석 방법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코딩교육 이러닝에 대한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긍정성과 부정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교사들의 리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를 수집하여 코딩교육 이러닝

에 대해 교사들이 생각하는 바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텍스트에서 사용된

빈도수에 따라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s)를 생성해주는 Wordle이란 도구를 활용

하였다.

[그림 Ⅲ-27] 워드 클라우드

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 대상인 15개의 코딩교육 이러닝의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

모든 이러닝의 커리큘럼과 교수전략을 직접 분석하였다. 각 이러닝의 학생 계정과

더불어 가능한 경우 교사용 계정도 신청하여 이러닝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

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러닝 플랫폼이 모바일 앱의 경우 직접 앱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였다.

교사들의 리뷰 데이터는 Common Sense Education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문 리뷰

어의 리뷰 15개와 코딩교육 이러닝 활용 경험자들의 리뷰 341개를 직접 수집하였

다. 리뷰 데이터의 감성분석 원본 데이터는 인지 컴퓨팅 솔루션 개발 플랫폼인

HPE Haven onDemand의 API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그 후 수집된 텍스트 데이

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만을 추출해내기 위해 컴퓨터 언어인 Ruby를 활용하여 데이

터 추출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 리뷰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리뷰 작성자들의

코딩교육 이러닝 활용 경험과 이러닝의 문제점을 기술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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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가. 코딩교육 이러닝의 교육적 특징

코딩교육 이러닝의 교육적 특징을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

로 분류하였다.

가)　학습 내용

코딩교육 이러닝이 제공하는 학습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컴퓨터적 사고력 프레임

워크를 활용하여 어떤 요소들이 학습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확인된

사실은 코딩교육 이러닝에서 컴퓨터적 사고력의 모든 요소를 학습내용으로 다루지

는 않는다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이러닝에서 컴퓨터적 사고력 개념을 일반적으로

모두 학습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었으나 컴퓨터적 사고력 연습의 리믹스해서 재사용

하기, 모듈화해서 추상화하기는 각각 53%, 40%만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이러닝 방

식이 학습자가 무언가를 창작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개방형 방식이 아니라면 리믹스

해서 재사용하기를 학습 내용으로 포함시키기 어렵고, 모듈화해서 추상화하기는 난

이도가 높은 고차원 학습이기 때문에 초등, 중등용으로 개발된 이러닝이나 게임 방

식 혹은 코딩에 대한 동기를 고양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러닝에선 의도적으

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닝의 학습 대상 학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적 사고력 프레임워크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컴퓨터적 사고력 관점의 질문하기(Questioning)가 학습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

은 질문하기가 단순히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

하는 사고 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직 코딩교육 이러닝에선 이 부분을

학습하기 위해 어떤 학습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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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코딩교육 이러닝의 학습내용 체크테이블

1. Codecademy 2. Code Avengers 3. Code Combat 4. Code.org 5. CodeHS 6. Hopscotch 7. Kodable

8. Kodu Game Lab 9. Lightbot 10. Made With Code 11. MIT App Inventor 12. Mozilla Thimble

13. Scratch 14. Stencyl 15.Ty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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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 방법

코딩교육 이러닝에서 확인된 교육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어 분석되었다.

Salmon(2013)의 5단계 이러닝 학습발달 단계를 참고하여 ‘동기부여’, ‘지식 이해’,

‘지식 구성’, ‘정보 교환’이라는 범주가 도출되었고, 이들 학습단계를 수행하는 교수

전략들이 확인되었다.

[그림 Ⅵ-1] 교육 방법에 대한 4가지 범주

동기부여 범주에선 코딩교육 이러닝은 각각 고무적 동영상, 배지 및 포인트, 캐릭

터 사용하기, 온라인 수료장 발급을 활용하고 있었다.

고무적 동영상에서 Code.org의 경우 미국의 오마바 대통령까지 영상에 나와 학생

들에게 코딩을 배울 것을 격려하는 등 빌게이츠, 마크 주커버그와 같은 기업의 유

명인사나 모델이나 스포츠 스타, IT 전문가 등이 나와 학습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하

고 있었다. 특히 튜토리얼 동영상의 경우 초등학생들이 등장해 코딩 과제에 대한

가이드를 하는 부분도 많았는데 보통은 성인들이 강사로 나와 강의를 하는 일반적

인 추세와 달리 학습자와 비슷한 나이 대의 학생들이 강사로 나와 학습자와의 심리

적 거리감을 좁히게 되어 동기부여가 더욱 촉진되는 것으로 보였다.

Made With Code는 특별히 여학생들의 코딩교육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

졌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동영상들은 각계 각층에 이미 성공적으로 진출한 여성 멘

토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보여 주어 학생들의 동기를 자극하고 있었다.

Code.org는 앵그리버드, 스타워즈, 엘사와 안나와 같은 아이들에게 친숙한 캐릭터

가 학습 과정에 등장시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자극하며 코스 하나를 완료하게 되

면 온라인 수료장을 발급해주어 학습자가 학습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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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해 범주에선 튜토리얼, 라이브 프리뷰, 게임하기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Codecademy와 같이 100% 텍스트 위주로 튜토리얼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Code.org와 같이 동영상 위주로 튜토리얼이 구성된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텍

스트, 이미지, 동영상 방식을 혼용해서 튜토리얼을 제공하고 있었다. 라이브 프리뷰

는 학습자가 코딩을 수행할 때 바로 코딩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 즉각

적인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학습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있었다. 라이브 프리

뷰는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블록을 드래그앤 드랍 방식으로 조립하면서 코딩을

하는 블록클리 방식과 코딩을 위한 종합 도구 모음을 제공하는 툴킷(Toolkit) 방식,

그리고 텍스트 코딩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블록클리 방식은 코딩 개념을 쉽게 경험해준다는 장점이 있는데 같은

블록클리 방식을 차용하더라도 Creation 작업 기능을 지원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사

용 난이도는 차이가 있었다. Creation 작업 기능을 지원하는 Scratch나 Tynker는

복잡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지원하공 있는 것에 반해 코딩교육

을 격려하는 목적이 강하며 제한된 Creation 작업을 지원하는 Made With Code의

경우엔 제한되고 단순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에 그치고 있었다.

학습자가 게임을 하면서 지식 이해를 촉진하는 방식은 여러 이러닝에서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게임화(gamification) 모델을 이러닝에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게임

은 뚜렷한 목표가 있고, 이를 달성하게 하는 도전과제가 주어지며, 특정 규칙 한도

내에서 시행착오 끝에 과제를 달성했을 때 학습자가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게임

속에서 성장을 경험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이를 게임화 되어 가는

것이라고 한다(김성동 외 2명, 2012). Code Combat의 경우 게임 방식을 학습 전략

의 일부로 사용한 다른 이러닝들에 비해 학습 방식 전부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코

딩 개념에 대해 학습하게 하는 것이었다. 다른 이러닝들의 인터페이스는 학습을 위

한 것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Code Combat은 인터페이스 조차 마치 게임

화면과 같았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은 자신이 게임을 한다고 인식하며 학습을 하

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Code.org는 다른 이러닝들과 달리 유일하게 언플러그드 활동(unplugged

activity) 학습을 지원하고 있었다. 언플러그드 활동은 컴퓨터 없이 컴퓨터 과학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게 하는 학습 활동이다. 언플러그드 활동은 컴퓨터 과학에 흥미

를 점점 잃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개발된 교수 전략인데 학습자가 컴퓨터 없이 컴

퓨터 과학에서 실제로 다루고 있는 흥미 있는 아이디어들을 체험하게 함으로서 컴

퓨터 과학에 대한 흥미를 너무 이른 시기에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학

생들은 컴퓨터를 그저 도구나 장난감으로 여기기 때문에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

실제로 컴퓨터 과학이 컴퓨터라는 도구 이상의 것임을 이해하고, 컴퓨터 과학에서

다루는 알고리즘, 그래픽,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같은 중요한 개념들을 컴퓨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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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Bell외 3명, 2009).

지식구성 범주에선 코딩교육 이러닝은 퀴즈, 과제, Creation 작업을 지원하고 있

었다. 퀴즈 관련하여 특이할만한 점은 2개의 이러닝을 제외하고 퀴즈가 사용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이러닝의 설계와는 다른 점이었다. 또 73%의 이러닝

이 Creation 작업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는 코딩교육의 목표가 무언가를 창조하는

능력의 계발이라는 컴퓨터적 사고력 철학과 잘 부합한다.

정보교환 범주에선 학습자가 만든 저작물을 공유하거나 다른 학습자의 저작물을

재사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기능을 모든 이러닝이 60% 이상 지원하고 있

었다. 학습자는 무언가를 만드는 경험 이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며 협

업했을 때 더 창의적인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표 Ⅵ-2> 코딩교육 이러닝 교수전략 테이블

1. Codecademy 2. Code Avengers 3. Code Combat 4. Code.org 5. CodeHS 6. Hopscotch

7. Kodable 8. Kodu Game Lab 9. Lightbot 10. Made With Code 11. MIT App Inventor

12. Mozilla Thimble 13. Scratch 14. Stencyl 15.Ty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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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딩교육 이러닝 활용 경험자들의 의견

전반적으로 코딩교육 이러닝 활용 경험자들의 의견은 긍정적이었다. 우선 긍정적

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의 빈도수를 각 코딩교육 이러닝 간에 비교를 해보았을 때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 비율은 83.4%,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비율은 16.6%였다. 이

것은 코딩교육 이러닝 활용 경험자들이 코딩교육 이러닝에 대해 83.4%의 확률로 긍

정적인 의견을 진술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코딩교육 이러닝들의 극성 빈도 비율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엔 각

이러닝마다 차이가 존재하였다. 가장 높은 긍정적 의견 빈도를 보인 상위 3개의 이

러닝은 웹페이지 작성에 대해 교육하는 Mozilla Thimble(93.3%), 여학생들에 초점

을 맞춘 이러닝인 Made With Code(91.7%), 블록코딩 방식의 가장 널리 사용되는

Scratch(90.8%)였다. 가장 낮은 긍정적 의견 빈도를 비온 하위 3개 이러닝은

Tynker(68.2%), Code Avengers(74.5%), Lightbot(76.9%)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아

래의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표 Ⅵ-3> 오피니언 빈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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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오피니언 빈도 비율

[그림 Ⅳ-3] 오피니언 오리엔테이션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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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교육 이러닝 긍정 부정

Code Avengers 51.8% -14.4%

Code.org 60.3% -9.7%

Codecademy 61.3% -7.7%

CodeCombat 57.2% -11.0%

CodeHS 55.7% -12.5%

Hopscotch 60.5% -6.5%

Kodable 60.4% -9.2%
Kodu Game 

Lab 55.6% -9.9%

Lightbot 54.6% -14.5%
Made With 

Code 67.6% -5.1%

MIT App  
Inventor 56.4% -14.5%

Mozilla  
Thimble 68.4% -2.7%

Scratch 64.7% -5.1%

stencyl 61.8% -6.2%

코딩교육 이러닝들에 대한 경험자들의 의견 오리엔테이션 점수 평균은 49.1%였

다. 이는 긍정성과 부정성을 모두 감안했을 때 경험자들이 코딩교육 이러닝에 대해

평균적으로 49.1%의 긍정성을 보인다는 의미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상위 3개

이러닝은 Mozilla Thimble(65.7%), Made With Code(62.5%), Scratch(59.6%)였다.

이는 평균적으로 경험자들이 이들 상위 3개 이러닝에 대해 좋아한다(60.9%) 수준의

긍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하위 3개 이러닝

은 Tynker(29.6%), Code Avengers(37.4%), Lightbot(40.2%)이었다.

긍정성과 부정성 각각의 비율을 합산했을 때 위에서 언급된 오리엔테이션 점수가

계산되는데, 오리엔테이션 긍정성과 부정성이 각각 어느 정도의 비율로 오리엔테이

션 점수를 구성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였다. 가장 높은 긍정성 비율을 보인 상위 3개

코딩교육 이러닝은 오리엔테이션 점수 순위와 동일하게 Mozilla Thimble(68.4%),

Made With Code(67.6%), Scratch(64.7%)였다. 가장 높은 부정성 비율을 보인 상위

3개 이러닝은 Tynker(-17.2%), MIT App Inventor(-14.5%), Lightbot(-14.5%)이었

다. 오리엔테이션 점수와 비교했을 때 Lightbot보다 오리엔테이션 점수가 약간 더

높은 MIT App Inventor의 부정성 비율이 Lightbot보다 약간 더 높았는데, 이는

MIT App Inventor의 긍정성 비율이 Lightbot보다 부정성 비율에 비해 더 높았기

때문에 부정성 비율을 상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Ⅵ-4> 오피니언 오리엔테이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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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nker 46.8% -17.2%

[그림 Ⅵ-4] 오피니언 오리엔테이션 비율

각각의 코딩교육 이러닝에 대해 경험자들이 어떤 점들에 특히 주목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각각의 코딩교육 이러닝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이러닝의 특징과 장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Code Avengers, Codecademy, Mozilla Thimble에 대해선 모두 HTML

이란 키워드를 교사들이 많이 언급하였는데 위 이러닝들은 HTML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다. Code.org와 Made With Code에선 videos란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

는데 두 이러닝 모두 무척 잘 만들어진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었다. Code Combat,

Kodu Game Lab, Lightbot, Scratch, Tynker에선 game이란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

는데 역시 언급된 이러닝들은 게임 요소가 무척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de.org, Kodable에선 introduction이란 단어가 많이 언급되었는데 두 이러닝 모두

코딩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에게 적합한 이러닝이라고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시각화한 코딩교육 이러닝들의 토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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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5> 주요 토픽 분석

[그림 Ⅵ-5] Code Avengers 워드 클라우드

Code Avengers의 워드 클라우드는 Code Avengers가 HTML, CSS, JavaScript를

가르치며 레슨들이 제공되고 학습을 진행하며 점수(points)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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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6] Code.org 워드 클라우드

Code.org의 워드 클라우드는 Hour of Code나 활동들(activities), 동영상 튜토리얼

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Ⅵ-7] Codecademy 워드 클라우드

Codecademy의 워드 클라우드는 학습 과정이 레슨들로 이루어져 있고 HTML과

컴퓨터 언어들을 자기 속도에 맞춰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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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8] CodeCombat 워드 클라우드

CodeCombat의 워드 클라우드는 CodeCombat의 학습방식이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Ⅵ-9] CodeHS 워드 클라우드

CodeHS의 워드 클라우드는 CodeHS가 학급(class)관리를 지원하며 영상, 퀴즈,

연습을 통해 학습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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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0] Hopscotch 워드 클라우드

Hopscotch의 워드 클라우드는 Hopscotch가 학생들의 창작(create) 활동을 지원하

는 앱입을 보여준다.

[그림 Ⅵ-11] Kodable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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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able의 워드 클라우드는 Kodable이 아이들(kids)이 레벨(levels) 형태로 되어

있는 게임을 플레이하며 진행하는 앱임을 보여준다.

[그림 Ⅵ-12] Kodu Game Lab 워드 클라우드

Kodu Game Lab의 워드 클라우드는 Kodu Game Lab이 Xbox를 지원하는 게임

을 만들면 학습하는 도구임을 보여준다. 튜토리얼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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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3] Lightbot 워드 클라우드

Lightbot의 워드 클라우드는 아이들이 퍼즐 게임을 하면서 레벨을 통과하는 앱임

을 보여준다. 난이도가 어렵다(challenging)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림 Ⅵ-14] Made With Code 워드 클라우드

Made With Code의 워드 클라우드는 웹사이트에서 여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고무적인 동영상이 나와 코딩학습을 격려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70 -

[그림 Ⅵ-15] MIT App Inventor 워드 클라우드

MIT App Inventor의 워드 클라우드는 MIT App Inventor가 모바일 앱을 만드는

도구이고, 안드로이드 폰만 지원하며, 에뮬레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Ⅵ-16] Mozilla Thimble 워드 클라우드

Mozilla Thimble의 워드 클라우드는 Mozilla Thimble이 HTML과 CSS를 활용하

여 웹페이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플랫폼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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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7] Scratch 워드 클라우드

Scratch의 워드 클라우드는 Scratch가 게임 제작과 같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창작(create)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Ⅵ-18] Stencyl 워드 클라우드

Stencyl의 워드 클라우드는 Stencyl이 게임을 디자인하는 도구이며 동영상 튜토리

얼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72 -

[그림 Ⅵ-19] Tynker 워드 클라우드

Tynker의 워드 클라우드는 Tynker가 레슨 형태, 게임을 플레이, 학급관리를 지원

하며 창작할 수 있는 이러닝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워드 클라우드는 연구대상인 코딩교육 이러닝에 대해 경험자들이 중요

토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활용 경험자들이 코딩교육 이러닝에 대해 동기부여(Engagement), 교수법

(Pedagogy), 지원(Support) 측면에서 어떤 단어들을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 시각적

으로 제시하기 위해 각각의 코딩교육 이러닝에 대한 트리맵을 작성하였다. 트리맵

을 통해 각각의 코딩교육 이러닝에 대해 경험자들이 동기부여, 교수법, 지원 측면에

서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떤 것을 핵심 토

픽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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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0] Code Avengers 트리맵

[그림 Ⅵ-21] Code.org 트리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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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2] Codecademy 트리맵

[그림 Ⅵ-23] Codecombat 트리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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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4] CodeHS 트리맵

[그림 Ⅵ-25] Hopscotch 트리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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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6] Kodable 트리맵

[그림 Ⅵ-27] Kodo Game Lab 트리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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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8] Lightbot 트리맵

[그림 Ⅵ-29] Made With Code 트리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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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0] MIT App Inventor 트리맵

[그림 Ⅵ-31] Mozilla Thimble 트리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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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2] Scratch 트리맵

[그림 Ⅵ-33] Stencyl 트리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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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4] Tynker 트리맵

또 교실 수업 맥락에서 코딩교육 이러닝 활용 경험자들이 어떻게 코딩교육 이러

닝을 활용했는지 분석하기 위해 학교 분류, 교과 과정, 수업 형태, 수업 내용, 스마

트기기 활용 측면에서 교사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평균적으로 ‘좋아한다(60.9%)’ 수준의 긍정성을 보인 이러닝은 Mozilla

Thimble(65.7%), Made With Code(62.5%), Scratch(59.6%)였다. Mozilla Thimble이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실제 코드를 작성하며 학습할 수 있다는 점, 플랫폼에 대

한 부분이 좋다는 점, 리믹스 작업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Made With

Code에 대해선 코딩 프로젝트가 재미있다, 고무적인 멘토들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

해 들을 수 있다, 학습 내용과 활동이 쉽다, 여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이 언

급되었다. Scratch의 경우 학습 연령대가 넓다, 커뮤니티 지원이 좋다, 쉬운 목표에

서부터 어려운 목표까지 폭넓은 학습이 가능하다, 재미있고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 교안과 예시들이 쉽다, 문제해결력과 창의성을 키운다, 학습이 쉽다, 무료로

제공된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단순하다, 아이들이 이러닝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좋아

한다, STEAM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교사 커뮤니티 지원이 좋다는 점이 언급되

었다. 나머지 코딩교육 이러닝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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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ncyl(55.6%)

- 드래그앤드랍 방식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 튜토리얼 지원이 좋다

- 학생에게 창작의 자유를 준다

- 학습자 학습 현황 추적이 가능하다

Hopscotch(54.0%)

- 사용하기 쉬운 비주얼 도구

- 단계적 학습(scaffolded learning)의 좋은 예

- 멋진 문제해결학습

Codecademy(53.6%)

- 실무 컴퓨터 엔지니어가 하는 작업을 완벽히 시뮬레이션

- 단계적 학습(scaffolded learning)의 좋은 예

- 멋진 문제해결학습

- 학습하며 배지와 포인트도 얻을 수 있음

- 완벽한 페이스의 진도 속도 조절

- 질문에 대한 즉각적 피드백

- 설명이 명확하고 단순해서 쉬움

- 학습 내용이 잘 조직됨

- 플랫폼 상 즉각적 피드백이 학습 집중에 도움 됨

- 파닉스 지식 및 독해력 증진에 도움 됨

Kodable(51.2%)

- 절차적인 추리가 재미있음

- 컴퓨터적 사고력 스킬을 증진시킴

- 멋진 문제해결학습

- 어린 학습자에게 완벽한 학습

- 코딩 개념에 대한 굳건하고 재미있는 소개

- 단순한 인터페이스

Code.org(50.6%)

- 대중 문화에 친숙한 게임들을 플레이하며 학습함

- 탄탄한 컴퓨터과학 기본 과정이 있음

- 짧은 비디오 영상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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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학습자에게 완벽한 학습

- 코딩 개념에 대한 굳건하고 재미있는 소개

- 단순한 인터페이스

- 재미있고 매력적임

- 자기 진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좋음

- 소규모 그룹 학습에 적합함

- 튜토리얼이 쉽고 도움 됨

- 학생들이 컴퓨터 분야의 전문가들에게서 조언을 얻을 수 있음

- 온라인 수료장이 발급됨

- 문제해결 학습 과정이 재미있음

- 유명한 사람들의 고무적인 영상

- 단계적 학습이 효과적임

- 학생들의 학습을 추적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훌륭함

- 교안이 매우 유용함

- 언플러그드 활동과 온라인 활동의 조화가 좋음

- 코딩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좋음

- 대부분 과정이 동료학습 방식에 효과적임

- 컴퓨터적 사고력 역량을 증진시킴

- 모든 학습을 무료로 할 수 있음

Code Combat(46.2%)

-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하는 코딩은 코딩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줌

- 고품질 그래픽

- 간단한 튜토리얼

Kodu Game Lab(45.8%)

- 그래픽 기반의 게임 디자인 빌더라서 어린 프로그래머들이 갖는 두려움을 줄여줌

- 고품질 그래픽

- 무료임

CodeHS(43.2%)

- 학습 과제가 재미 있음

- 학생들이 퀴즈를 좋아함

- 이해하기 쉬운 학습 환경 제공

- 단계적 학습 설계가 잘 되어 있음

- 설명이 어렵지 않고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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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수업을 듣는 학생 및 교사에게도 좋음

MIT App Inventor(41.9%)

- 교실 수업에서 활용할 자료들을 제공함

- 독립적 학습을 선호하는 학습자에게 매우 적합함

- 스크래치 후속 학습으로 적합함

Lightbot(40.2%)

- 학습하는 코딩 개념이 실제 코딩에 전이가 잘 됨

-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의 훌륭한 소개

- 튜토리얼이 짧아서 좋음

- 학생들이 도전하게끔 함

- 학생들에게 부담이 없음

- 고차적 사고 촉진

- 정말 재미있음

Code Avengers(37.4%)

- 프로그래밍에 대한 학습 과정이 매우 풍부함

-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학습적으로 도움됨

- 스크래치 후속 학습으로 적합함

- 디버깅 학습이 좋음

- 미니 게임들은 내용이 풍부하고 흥미로움

- 웹방식이라 좋음

- 상호작용 방식의 레슨들이 학생들에게 매력적임

Tynker(29.6%)

- 귀엽고 다채로운 그래픽 인터페이스

-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하는 학습

- 동영상 튜토리얼이 도움됨

- 학생들이 등장하는 캐릭터를 좋아함

- 재미있는 게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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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6> 별점 평가 결과

대체적으로 리뷰 전문가와 교사 외 그룹의 별점 평가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리뷰 전문가의 별점 5개를 받은 교육 제품은 Common Sense Education의 모든 교

육용 미디어 리뷰 중에서 단지 4%만 차지하고 있으며, 별점 5개를 받았다는 것은

수업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육용 도구라고 해석할 수 있다. 리뷰 전문가가

별점 5개로 평가한 코딩교육 이러닝은 각각 Code.org, Codecademy, MIT App

Inventor였고, 교사 외 그룹의 별점 5개로 평가한 코딩교육 이러닝은 Code

Avengers, Code.org, Scratch였다.

리뷰 전문가와 교사 외 그룹 모두 별점 5개로 평가한 코딩교육 이러닝은 유일하

게 Code.org였다. Code.org를 평가한 리뷰 전문가는 Code.org가 학교에서 코딩 수

업을 진행하기에 아주 적합한 원스톱 상점과 같다고 표현하였다.

“Code.org는 학교에서 코딩 수업을 위한 원스톱 상점과도 같아요. 아이들은 아주

재미있게 Hour of Code를 경험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

게 되죠. 비디오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아이들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고 세상에서 오늘날 왜 그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게 되요. 아이들은 자기 진도

에 맞춰서 학습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스스로 게임이나 멋진 작품을 만들게 되죠”

(교사 Amanda Bin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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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수업 맥락에서 어떻게 코딩교육 이러닝을 활용하였는지 경험자들의 리뷰를

근거로 학교 분류, 교과과정, 수업 형태, 수업 내용, 스마트기기와 하드웨어 사용 면

에서 분석하였다.

1) 학교 분류별 활용 양상

- 초등학교

경험자들은 초등학교에선 코딩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는 입문용으로 적합한 코딩

교육 이러닝을 교실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체로 초등학교 3학년 이

상의 학생들에게 코딩교육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코딩교육을 위해선 어느 정도 이

상의 인지력이 학습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활용 경험자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아직 독해력이 충분하지 않은 초등학생들에겐 텍스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닝 보단 동영상이나 이미지, 게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Code.org,

CodeCombat, Hopscotch, Kodable Made With Code, Scratch와 같은 이러닝을 교

사들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Code.org의 경우 블록클리 방식의 코딩 학

습을 지원하므로 이후 학습 과정을 자연스럽게 Scratch로 이동하기 좋다는 점도 지

적되었다.

-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선 좀 더 고차원적이거나, 혹은 실제 프로그래머가 하는 작업을 학습

할 수 있는 코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딩교육 이러닝을 활용하고 있었

다. 텍스트 코딩 위주의 코딩교육 이러닝인 Code Avengers, Codecademy를 수업에

접목시키거나 혹은 Kodu Game Lab, Stencyl, MIT App Inventor와 같은 툴킷 형

태의 이러닝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Mozilla Thimble도 중고등

학교 교실 수업에서 활용되었다. 코딩에 대한 개념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Code.org와 같은 이러닝을 경험한 후 위에서 언급한 이러닝을 그 다음 교실 수업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가장 유명한 이러닝 중의 하나인 Scratch는 고학년 학

생들은 인터페이스가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학습 내용 자체

는 전혀 유치하지 않으며, 고차원적인 학습이 가능한 도구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Scratch를 활용한 수업의 경우 코딩 학습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에겐 오히려 적합하

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AP 코스를 위한 학습을 위해서도 Code

Avengers와 같은 이러닝을 활용하고 있었다.

2) 교과과정



- 86 -

코딩교육 활용 경험자들은 학교 맥락에서 코딩교육을 정규 과정, 방과 후 학교,

클럽 활동 3가지 측면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정규 과정에선 교실 수업 맥락에서 적

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안이나 교사들을 위한 트레이닝이 제공되는 Code.org,

Scratch와 같은 코딩교육 이러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ode.org의 경

우 미국의 Hour of Code 캠페인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학교 정규 수업에 활용되고

있었다. 정규 과정에선 수업 시수가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 학기 과정 이상

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러닝의 경우 선택적으로 일부 수업 코스만 활용하고

있었고 혹은 제한된 수업 시수에서 활용 가능한 이러닝을 활용하고 있었다.

학생이 스스로 혼자서 많이 연습을 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창작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러닝의 경우 학생에게 도구에 대한 탐색 시간

은 많이 허용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규 과정보다는 방과 후 학교나 클럽 활동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툴킷 형태의 학습 방식을 가진 Stencyl이나 Kodu

Game Lab과 같은 이러닝의 경우 한 학기 이상의 수업 시수가 가능할 경우나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클럽 활동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였다.

3) 수업 형태

수업 형태는 개별학습, 동료학습, 모둠학습, 전체학습, 플립러닝의 총 5가지 형태

로 확인되었다.

개별학습은 이러닝이 Code Avengers, Codecademy, Lightbot 처럼 개별학습 형태

로 진도에 맞춰 진행하기 적합하게 설계된 경우에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Scratch

나 MIT App Inventor, Stencyl처럼 도구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이러닝들의 경우

에도 개별학습이 동료학습이나 모둠학습, 전체학습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동료학습과 모둠학습의 경우 모든 이러닝에서 빈번하게 활용되었는데 이는 협력

학습의 장점이 교실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었다. 두 학생이 컴퓨터

나 모바일 단말기를 공유되어야 하는 경우에 동료학습이 사용되었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해결을 진행하게 할 때 더 높은 학습 집중도를 학생들이 보인다고 교사들은 언

급하였다. 또 3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이게 될 때 교실이 너무 시끄러워지는 부작용

이 있을 때에도 교사들은 동료학습 형태를 활용하였다. Kodu Game Lab의 경우 교

사는 학생들끼리 5분마다 좌석을 번갈아가면서 서로의 게임을 코딩하도록 지도하여

학생 서로의 아이디어가 설계에 잘 융합되어 적용되도록 시도하였다.

또 중요한 코딩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과제에 대한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할 필

요가 있을 경우엔 Code.org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 영상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개별학습으로 진행하지 않고 전체학습으로 진행하는 수업 전략을 교사들

을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이러닝에서 설명하는 학습 내용을 교실 내에서 일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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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주의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바로 과제로 넘어 가는 형태가 많았

고 그럴 경우 학생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교사들은 중요한

코딩 개념이나 과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동영상을 전체적으로 같이 보거나 혹은

배운 내용에 대해 충분히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 그 후에 학생들이 과제나 프로젝트

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Code.org를 활용한 어떤 교사의 경우 각각의 학습활동을 수

행하고 전체수업 형태로 꼭 성찰 활동 시간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학습 활동에

서 어떤 개념을 배웠는지,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등

에 대한 점들을 서로 토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교실 내에서 전체적으로 가졌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코딩했는지 전체수업 시간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

도 하였다.

어떤 경험자는 Scratch를 활용한 수업을 위해 유투브에 있는 Scratch 강의 영상

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플립러닝 형태로 학습하도록 지도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수업 시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과, 수업 시간에 좀 더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코딩교육 활용 경험자들은 코딩교육 초기에는 전체수업 형태로서 구조화된 수업

을 진행하다 학생들이 코딩에 대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개인 자유 탐색 수업

으로 점차 수업 형태에 변화를 주었다.

4) 수업내용

수업 내용 측면에서 코딩교육 활용 경험자들은 코딩 그 자체에 대한 학습을 위해

수업을 진행한 경우와 코딩교육 이러닝을 활용하여 다른 과목들에 대한 학습을 하

는 통합교과적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통합교과학습은, Kodu Game Lab의 경우 어떤 교사는 학생들에게 생

물 과목의 학습내용을 기반으로 게임을 디자인하게 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

들은 동물의 세포 개념을 활용하여 게임 내의 주인공이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들을

만났을 때 각각의 세포가 자신의 소개를 하는 게임을 디자인하였다.

Scratch의 경우 아주 다양하게 교사들은 통합교과적인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행성

의 움직임을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한다든가, 물리 법칙을 구현하는 등 과학 교과와

통합된 수업을 진행하였고, 역사 사건을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였다. 수학 교과와

관련해서는 도형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것, 왜 사각형은 90도로 꺽어야 하는지

에 대한 개념, X Y축 개념 등을 Scratch로 구현하게 하였다. 주기율표 원소라든가,

신체를 표현하는 것, 크리스마스 카드, 이솝 이야기, 퀴즈 제작,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한 것 등등 매우 다양한 주제에 Scratch로 제작하게 만들었다.

스토리텔링과 연계하는 수업도 매우 매력적이었다고 언급하였다. 학생들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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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신들이 직접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더욱 수업에 집중하였고

창의적이 되었다고 교사들은 언급하였다. 재활용이나 왕따 문제 등에 대해 격언이

나 조언을 고안하여 이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학습 활

동만이 아니라 인성에 대한 부분도 교육시키는 의미 있는 수업이었다.

5) 스마트도구와 하드웨어 활용

코딩교육 활용 경험자들은 Kodable을 사용할 때 전체수업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때에 스마트보드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스마트보드에서 같이 학습을 진행하였다.

Kodable은 초등학생이 학습대상인 이러닝인데 이때 스마트보드는 초등학생들과 같

이 전체학습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집중력을 유지시키며 코딩 학습을 진행하는데 유

용한 도구로 보인다.

Scratch의 경우 코딩교육 활용 경험자들은 발명 키트인(invention kit) Makey

Makey와 같은 하드웨어와 연계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Makey Makey는 전

도성을 가지는 물체를 키보드나 마우스같은 입력장치로 만들어주는 전자회로보드인

데 과일, 신체, 물, 찰흙 같은 물체들이 키보드나 마우스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전자기기이다. 학생들은 컴퓨터 화면 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하드웨어를 소프

트웨어를 통해 조작하는 경험을 하며 학습 효과가 더 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Ⅵ-35] Makey Makey

코딩 교육 이러닝 활용 경험자들의 리뷰를 근거로 학습 내용, 교수 설계, 플랫폼,

교사 지원, 교육 비용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1) 학습 내용

첫째로 코딩교육 이러닝 활용 경험자들은 학습 내용의 높은 난이도가 학습을 방

해한다고 지적하였다. Code Avengers의 경우 학습 내용이 디버깅과 문법에 집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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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교사들은 언급하였다.

Lightbot의 경우 쉬운 인터페이스와 친근한 캐릭터에 비해 퍼즐 난이도가 너무 빨

리 높아지며 난이도가 너무 높은 레벨이 존재하여 학생들이 학습 도중 좌절감을 느

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Lightbot의 경우 문제해결에 사용된 코드에 대한 설명

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도 지적되었다. 왜 해당 코드로 문제해결이 가능한지에 대

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코드의 인과에 대한 이해 없이 학습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Code.org의 경우 학습 내용은 잘 만들어져 있지만 학습 내용이 너무 많아 학생이

압도되거나 집중력을 잃거나 학습 도중에 느슨해질 수 있다고 교사들은 언급하였

다. Codecademy의 경우 연습문제들이 너무 단순한데 비해 그 이후에 다루는 학습

내용이 어려워서 학습 진도를 수월하게 나가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CodeCombat

의 경우 웹개발 코스도 만들어져 있지만 내용 측면에서 약간 부실하는 지적이 있었

다.

Made With Code는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프로젝트들의 수가 너무 적고 만들 수

있는 기능에 제한이 크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또한 튜토리얼이 부족한 것도 지적되

었다. MIT App Inventor는 튜토리얼이 제공되긴 하지만 학습하기에 쉽지 않음이

지적되었다. Mozilla Thimble은 단계적인 튜토리얼이 제공되지 않는 점이 지적되었

다. 튜토리얼이 없이 바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호기심을 자극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Scratch의 경우 단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레슨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Code.org와 같은 이러닝이 매우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레슨을 제공하는 점과

대비되었다. 또 초보자를 위한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사용자 친화적인 튜토리얼이

없기 때문에 초보 학습자가 학습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2) 교수설계

Code Avengers나 Codecademy의 경우 텍스트 위주의 학습 내용 전달이 학생들

에게 부담이 되어 학습효율성이 저하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처음 하는 코딩교

육으론 딱딱한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텍스트 위주로 학습 내용이 전달되면 학습자

에게 요구되는 독해력으로 인해 인지부하가 발생한다. 따라서 코딩 학습 자체보다

는 독해에 불필요한 자원이 소비되는 것이다. 특히 어린 학생들일수록 너무 많은

텍스트 정보는 부담이 됨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너무 개별학습 위주로 설계되어 있

어 협력학습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또 Codecademy의 경우 이전에 배운 학습 내용이 이후 학습에서 활용이 잘 안 된

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학습한 내용이 파지가 잘 안 되고 응용할 수 있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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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전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지식은 배우지만 스킬은 배우

지 못하는 전형적인 교수설계의 문제였다.

Code.org의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 인터페이스 상에 힌트가 제공되는 이것이 도움

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학습을 방해할 때도 있다고 하였다. 또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자신이 왜 실수했는지 이해하지 못 한 채 학

습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CodeHS의 경우 학습이 대체적으로 지루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학습 내용 중에

Karel이란 개를 코딩을 통해 옮기는 과정이 있는데 이는 Code.org에서 겨울왕국의

엘사와 안나를 옮기는 코딩보다 흥미롭지 않아 학생들이 지루하게 여긴다는 것이었

다.

Tynker의 경우 튜토리얼이 있으나 잘 구조화되지 않아 학습효율성에 문제가 있

음이 지적되었다. 또 힌트와 제안 부분이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사이의 연계성이 떨어짐이 지적되었다.

3) 플랫폼

코딩교육 이러닝의 플랫폼은 크게 웹사이트, 툴킷, 모바일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웹사이트 형태로 제공되는 Code.org는 학습 내용에 소리가 많이 사용되어 교실에서

헤드폰 없이 학습을 진행할 경우 너무 시끄러워질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CodeCombat의 경우 화면이 너무 어수선하여 혼란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점도 지적

되었다. CodeCombat은 연구된 모든 이러닝들 중에서도 가장 게임 플랫폼에 가까운

이러닝이었는데 학생들 중엔 게임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에겐 오히려 CodeCombat의 인터페이스가 혼란함을 야기할 수 있는 점도 지적되었

다.

Scratch의 모바일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Hopscotch는 Scratch와 비교하여 기능

적 제한 많아 학생들이 더 다양한 기능을 만드는 일에 제약이 있어 실망할 수 있다

고 교사들은 지적하였다. Kodable은 태블릿에 앱을 설치하고 학급을 구성하는 등

실제 수업까지 세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임이 지적되었다.

Kodu Game Lab은 옵션들이 너무 많은 인터페이스에 학생들이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인터페이스가 복잡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빨리

잃을 수 있다고 하였다.

MIT App Inventor의 경우 모바일 기기 연계 작업은 안드로이드 모바일기기로만

작업할 수 있는데 이는 비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룰 보유한 학습자에겐 실망스러

울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PC 에뮬레이터로도 작업이 가능하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에서 자신이 코딩한 앱이 작동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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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습자의 학습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작업 환경 화면에서

Designer와 Blocks 전환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Scratch는 인터페이스가 고학년 학생들에게 너무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이 지적되었다. 실제 Scratch가 지원하는 기능은 대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지만 보이는 인터페이스 부분이 어린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

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명령어들이 초기 학습자에게 너무 많다고 느껴질 수 있다

는 점도 지적되었다. 명령어들이 복잡하고 매우 세부적으로 이해해야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좌절하고 포기한다는 것이다.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존재하는 캐릭터

수가 제한적이라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Stencyl은 웹이나 클라우드 방식이 아닌 스탠드얼론 방식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협력학습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 버그가 많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Tynker

는 사람 캐릭터 커스터마이제이션 다양성이 눈에 띄게 부족해서 인종에 대해 자칫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사람 캐릭터의 인종이 다양하

지 않아 백인만 주요 인종이라는 편협된 시각을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질 수 있

게 된다는 우려가 지적된 것이다.

[그림 Ⅵ-36] 제한된 캐릭터 커스터마이제이션

또 코딩 버튼이 퍼즐 부분을 가린다던가, 설명 부분이 풍선 모양에 가려진다는 등

의 UX 개선 부분에 대한 점도 언급되었다.

4) 교사지원

교사가 난이도 높은 코딩교육 이러닝인 Code Avengers 수업에 활용해야 할 경우

컴퓨터 과학에 대한 소양이 부족한 교사를 위한 훈련과 연수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

적되었다. Scratch의 경우 교사가 어느 정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여 학습해야 하

는 점이 부담이 된다는 점도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되었다. 또 교안이 부족함도 지

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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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관리를 위한 기능이 없는 것도 부족한 지원 중의 하나임이 언급되었다. 교사

들은 대면 방식만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도 학생들의 학습상황을 관리하고 학생들을

격려하는 기능이 없는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5) 교육비용

코딩교육 이러닝은 많은 경우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으나 일부 이러닝의 경우 유

료로 서비스되고 있었다. CodeHS의 경우 학생이 부담하기엔 수업료가 높다는 지적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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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가. 소프트웨어 교육의 문제점 극복

첫째로 학습 내용 측면에서 코딩교육 이러닝의 교육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확인하고자 컴퓨터적 사고력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각각의 이러닝에서 제공

하는 학습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지식에 해당하는

컴퓨터적 사고력 개념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의 이러닝들이 대동소이하게 학습내용

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코딩교육 이러닝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비해 발전한 부분 한 가지는 컴퓨

터적 사고력 연습 부분을 학습에서 크게 강조한 점이었다. 연구 대상인 모든 코딩

교육 이러닝이 테스팅과 디버깅 학습을 지원하고 있었다. 기존 소프트웨어 교육이

테스팅이나 디버깅에 대한 훈련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코딩교육 이

러닝은 플랫폼 차원에서 라이브 프리뷰 기능을 통해 테스팅과 디버깅 작업을 수월

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테스팅과 디버깅 학습이 중요한 이유는 학습

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문제가 생겨도 결국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해결능

력 및 자신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 코딩교육 이러닝은 컴퓨터적 사고력 연습의 리믹스해서 재사용하기와 관련한

학습을 많이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코딩교육이 컴퓨터적 사고력의 근

본 철학 중에 하나인 다른 이와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물리

학자인 뉴튼은 “내가 남들보다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건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

었기 때문이다” 라며 자신의 업적을 겸손하게 다른 선배들의 공으로 돌리는 비유를

했다(Thrower, 1990).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한 작업물을 재사용함으로써 개인

학습 차원에서는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보다 창의적인 창조 작업을 할 수 있

고 인성 면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코딩교육의 장점으로

교사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의 교육 환경이 전통적으로 협력보다는 개인의 발

전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고, 이러한 부면의 부정적인 한 단면이 미국에 비해 표절

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면이다. 코딩교육의 리믹스해서 재사용하기 부분

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학습적 발전이 개인 차원의 노력에 더해 다른 사

람의 노력이 더해야져야 함을 어린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다.

둘째로 연구대상이었던 대부분의 이러닝들은 성인학습자 대상이 아닌 공교육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학습 방법 측면에서 선행연구에서 지적

되었던 소프트웨어 교육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Jenkins(2002)는 프로그래밍 교육의 어려운 이유를 7가지로 분류하여 기술해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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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이유들 중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적 복잡성, 그로 인해 프로그래밍은

어렵다는 평판과 이미지, 학생들의 관심의 저하를 꼽을 수 있다. 코딩교육 이러닝은

Jenkins가 지적한 기존 프로그래밍 교육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통해

극복하고 있었다.

코딩교육 이러닝은 언어의 문법적 복잡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소프트웨어 교육

에서 흔하게 수행되었던 텍스트 코딩 방식을 아예 감추고 블록으로 조립하듯 코딩

하는 Scratch를 필두로 블록클리 코딩 방식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였다. 블록클리 방

식은 코딩의 표현만 다를 뿐 코딩 개념은 근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코

딩 언어의 문법적 복잡성을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재미있게 코딩 개념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코딩은 지루하고 어렵다는 평판과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Code.org의 언플러그

드 활동을 학습 내용에 포함시켰는데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컴퓨터 동작 원리

를 경험하게 하는 학습 활동을 학습 내용에 다수 포함시켰다. 컴퓨터 동작 원리는

일반적으로 배우기에 매우 지루한 성질로서 많은 학생들이 기존 소프트웨어 교육에

서 컴퓨터 과학에 대한 흥미를 빨리 잃게 하는 주요 학습 내용이다. 컴퓨터 없이

실제적인 컴퓨터 연관 경험을 하게 되어 기존 소프트웨어 교육에선 학생들이 지루

하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구조, 인터페이스 설계와 같은 주제

들이 매우 흥미롭다고 학생들은 느끼게 되었다. 언플러그드 활동의 도입은 컴퓨터

적 사고력을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었는데 컴퓨터적 사고력은 컴퓨터가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며

이때 컴퓨터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므로 언플러그드 활동이 도움이 되

었다(Bell외 3명, 2009).

또 연구대상 이러닝들 중 73%의 이러닝이 창작 도구를 제공하거나 창작 도구 위

주로 이러닝이 설계되어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창작 경험을 촉진하며 이론 중심으

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소프트웨어 교육의 문제점인 학습의 지루함과 어려움을 모

두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창작 도구를 제공하지 않는 이러닝인 Code

Avengers나 Codecademy도 하면서 배운다(Learning by Doing)는 교육 철학 기반

으로 설계되어 학생들은 복잡한 이론만 먼저 배워야 하는 지루한 학습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충기와 홍석원(2004)은 초보 학습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오류가 있는 코드를

대충 검토한 후 고치려고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기존 소프트웨어 교육이 테스

팅과 디버깅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테스트하고 어떻게 디버깅

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 과정이 기존 소프트웨어 교육에 충분하지도 않고 강조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테스팅과 디버깅 작업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고 문

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코딩교육 이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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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선 플랫폼 차원에서 테스팅과 디버깅을 지원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있었

다. 대부분의 코딩교육 이러닝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 프리뷰 기능은 학습자가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작은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풀면서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하

고 에러가 생겼을 때에 테스팅과 디버깅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촉진하고

있었다. 또 에러가 생겼을 때에 어떤 부분에서 에러가 생겼는지에 대한 힌트나 팁

을 인터페이스 상에서 제공하여 학생들은 좌절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다.

이충기와 홍석원(2004)은 초보자가 코딩을 배우는 것도 어렵지만 교수자 측면에

서 초보자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것은 더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기존 소프트웨어 교

육에선 교수자가 컴퓨터 소양이 깊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교육은 지루하고 어려

웠다는 이미지가 강했다. 교실 수업 맥락에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코딩교육을 제

공해야 하는 주체이며 따라서 이런 지적은 코딩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에게 큰 도

전이 된다. 특히 컴퓨터 과학에 대한 깊은 소양이 없는 교사들이 대부분인 한국의

교육적 상황에서 초보자인 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쳐야 하는 일은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코딩교육 이러닝은 학생들을 격려하고 가르치는 일을

교사 대신 수행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이러닝은 자기 진도(self-paced)에 맞춘 개별

학습이 가능했으며 고무적인 영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코딩 학습을 격려하고 있었

다. 학생들의 학습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나 학급 생성 기능도 제공해서

교사들은 코딩을 가르쳐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멘토

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로 충분히 코딩교육을 교실 맥락에서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교사들을 위한 교안과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교사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트레이닝도 제공하고 있어서 교사들이 큰 부담 없이 코딩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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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에 적합한 코딩교육 이러닝 선정

두 번째 연구문제는 코딩교육 이러닝을 수업에서 활용해 본 경험자들이 코딩교육

이러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었는데, 이를 위해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데이터를 객관화하고 수집된 유의

미한 정보를 여러 가지 시각과 기법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작업을 통

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전반적으로 활용 경험자들은 전반적으로 코딩교육 이러닝에 대해서 긍정적

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코딩교육 이러닝과 같은 도구 없이 교실 수업을 진행하려면

교사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진다. 코딩 개념을 직접 가르쳐야 하는 부분, 코

딩 언어 선택, 코딩 실습 환경 구축에 이르기까지 코딩교육에 대한 준비는 다른 과

목들에 비해 교사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코딩교육 이러닝은

코딩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 및 그 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으며, 리뷰

를 작성한 사람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코딩교육 이러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코딩교육 이러닝을 활용해 본 경험자들은 수업 맥락에 따라 다양한 코딩교

육 이러닝들을 선별하여 수업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학습연령이 초

등학생인지 중고등학생인지에 따라 코딩교육 이러닝이 선정되었고, 수업 형태와 교

과과정도 코딩교육 이러닝 선정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교사들은 코딩교육 수업을 준비할 때 코딩교육 이러닝 활용 경험자들에게서

나온 유의미한 데이터를 근거로 자신들의 수업 맥락에 맞추어 코딩교육 이러닝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선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통해 코딩교육 이러

닝 활용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유의미하며 객관화된 정보로 변환하였고 이해하기 쉽

게 시각화 기법을 통해 정보를 제시하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자신의

수업에서 사용할 적합한 코딩교육 이러닝을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코딩교육 이러닝 활용 경험자들은 일반적으로 코딩교육 이러닝에 대해 긍정적으

로 생각하지만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고 코딩교육 이러닝이 더 개선될 수 있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첫째, 코딩교육 이러닝 활용 경험자들은 코딩교육 이러닝이 제공하는 학습내용의

높은 난이도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컴퓨터 언어 문법에 집중된 학습 내용은 기존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렵고 지루하다는 평판을 가지게 된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이다.

학습 난이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도 학생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다. 문제 해결

에 사용된 코드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는 것도 학습을 수월하게 진행하는데 어려움

을 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학습 내용에서 문법을 다루는 내용을

줄이고 하면서 학습하기(Learning by Doing) 방식으로 학습 내용을 설계할 때 극복



- 97 -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 난이도가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설계하고 학습 내용을 충

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문제나 과제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잘 설계하는 것도 필

요하다. Codecademy의 경우 학습내용의 높은 난이도에 비해 제공하는 연습문제들

이 너무 단순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경우엔 연습 문제의 양을 충분히 늘려 학

생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 내용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Codecademy는 다양한 연습기회가 아닌 단지 한 번의 연습만 제공하기 때문에 “지

식은 배우지만 스킬은 배울 수 없다”는 교사의 지적도 있었다.

학습 내용은 잘 만들어져 있지만 그 양이 너무 많아 학생이 압도되거나 집중력을

잃고 학습 도중에 느슨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 문제는 교사가 학생들

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하는 부분인데, 컴퓨터 과학에 대한 소양이 부족한 교

사들에겐 학생들만큼 많은 학습 내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사

를 위한 컨텐츠가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코딩교육 이러닝을

가지고 어떻게 교실 수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문서 형태로 제공되는 교안이나 가이드 이외에도 교사 수업을 위한 동영상 강의가

제공된다면 교사들의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CodeCombat의 경우 학습 내용 중에 웹개발 코스도 만들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게임 방식의 코스 설계에 기반한 학습 내용들과 비교했을 때 학습 내용이 부실하다

는 지적이 있었다. 학습 내용이 부실한 경우 아예 그런 부분은 이러닝에서 제거하

고 잘 설계된 부분의 학습 내용만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실한 학습 내용은

학습자에게 오히려 혼란함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튜토리얼 부족하거나 있더라도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고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

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튜토리얼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창작(creation) 위주로 설계된 이러닝인 Scratch, Stencyl, Kodu Game Lab과

같은 경우 튜토리얼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초기에 학습동기를 가지기 어려

울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창작을 통한 학습이 핵심인 이러닝들은 오히려 초보

학습자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절차적인 튜토리얼이나 레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

다.

교수설계 측면에서는 우선 텍스트 위주의 학습 내용 전달이 독해력이 부족한 학

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나일주(2008)는 온라인 텍스트가

인쇄 텍스트보다 덜 안정적이고 신뢰도가 더 낮다고 지적하는데, 코딩교육 이러닝

는 온라인 텍스트로 학습 내용을 전달한다. 이러한 텍스트 위주의 학습 내용 전달

은 기존 소프트웨어 교육의 특징 중의 하나이며, 추상적인 텍스트 중심의 학습 내

용은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텍스트

위주의 학습 내용은 크게 줄이고 이미지나 동영상 혹은 실제 활동 위주의 학습 내

용을 설계한다면 코딩학습을 위해 독해력을 길러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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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닝이 개별학습 위주로 설계되어 협력학습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는 교실 수업 맥락에서 교사의 전략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단말기나 컴

퓨터에서 학습 수행은 개별적으로 진행하되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동료학습이

나 협력학습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Codecademy에 대한 문제점 중 하나는 학습한 내용이 파지가 잘 안 되고 따라서

학습 전이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학습내용 대비 연습문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당 이러닝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언어 강좌인 Ruby 코

스는 총 9시간 분량의 학습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Ruby 언어의 핵심적인 부분을

해당 코스에서 모두 다루고 있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의 경우 컴퓨터 언어를 9시간

분량의 학습으로 익숙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컴퓨터 언어 한 가지에 익숙해지려

면 오랜 시간과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애초에 9시간 정도의 학습 내용으로는 부족

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코스를 종료하고 나서도 배웠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으

며 파지가 안 되는데 학습 전이는 당연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

우엔 해당 언어의 전부를 다루지 않거나 아니면 좀 더 연습 문제의 양을 늘려 학생

들이 더 충분한 연습의 경험을 가지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연구 대상 코딩 교육 이러닝들은 대부분 게임 기반의 인터페이스와 캐릭터를 등

장시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캐릭터를 사용한다고 하여 학습동기가 고양되는

것은 아니었다. CodeHS의 경우 Karel이란 개를 옮기는 코딩 학습이 있는데 이것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재미있는 활동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와는 반대로

Code.org의 디즈니의 겨울왕국 캐릭터는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였다. 이러닝에서 캐

릭터를 사용함에 있어 학습자의 선호를 올바로 파악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플랫폼의 경우 인터페이스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 역시 체

계적이고 절차적인 튜토리얼이나 레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MIT App Inventor의

경우 안드로이드 계열의 모바일기기만 지원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iOS 사용자를 위

한 지원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더욱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구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기능을

툴킷 방식의 이러닝에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라이브러리에 나오는 오브젝트를 더

욱 다양화하여 작품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커스터마이제이션 학습

의 경우에도 캐릭터를 더욱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사 지원 면에선 학급관리를 위한 대시보드나 학급관리시스템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이러닝에선 이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아직 많은 이러닝에선 학습자를

위한 기능이 중심이 되어 개발되어 있을 뿐 교사를 위한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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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세계적으로 SW 교육이 수행되고 있다. 한

국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배가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으로 코딩교

육을 2018년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한 다양

한 SW 교육 방안들을 고안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일반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

할 만한 코딩교육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컴퓨터 과학에

대한 소양이 충분한 교사들의 수도 학생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코딩

교육을 위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나 가이드가 교사

들에게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딩교육 이러닝은 코딩교육을 수행

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좋은 교재와 교구 및 교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데 교사가 부담을 느끼는 한 가지 부면은 코딩을 가르치는 이러닝의 수는 많지만,

그 이러닝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여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

족하다는 점이다(Media, 2013). 코딩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수 많은 이러닝들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선 교사에게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미 선제적으로 코딩교육 이러닝을 활용하여 코딩교육을 수행

한 경험이 있는 경험자들이 코딩교육 이러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여 어떻게 활용

하였는지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 연구문제는 다

음 두 가지이다. 첫째, 코딩교육 이러닝은 컴퓨터적 사고력을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는가. 둘째, 코딩교육 이러닝을 수업에서 활용해 본 경험자들은 코딩교

육 이러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들에 답을 하기 위해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코딩교육 이러닝 15개와 341개의 코딩교육 활용 경

험자의 리뷰 데이터를 통해 코딩교육 이러닝의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 경험자들이

교실 수업 맥락에서 코딩교육 이러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활용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코딩교육 이러닝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도구는

컴퓨터적 사고력 프레임워크, 감성분석 API, 텍스트 파싱 언어인 Ruby로 개발한

parser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딩교육 이러닝이 제공하는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을 확인하였다. 학습 내

용은 컴퓨터적 사고력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확인하였으며 학습 대상과 컴퓨터적

사고력 프레임워크 요소와 연계하여 각각의 코딩교육 이러닝에 어떤 학습 내용이

포함되는지를 파악하였다. 학습 방법은 동기부여, 지식이해, 지식구성, 정보교환이라

는 범주 아래에서 확인하였으며 각 범주에 해당하는 목표 달성을 다양한 전략을 활

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코딩교육 이러닝 활용 경험자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대체적으로 그들이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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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각각의 코딩교육 이러닝에서 어떤 부분들

을 주요 토픽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교실 수업 맥락에서 코딩교

육 이러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학교 분류, 교과 과정, 수업 형태, 수

업 내용, 스마트도구와 하드웨어 활용 측면에서 확인하였다.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

낸 주요 부분으로 학습 내용 이해 용이함, 창작의 자유, 교사지원,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점이 언급되었다. 코딩교육 이러닝 활용 측면에선 학습연령, 실습환경, 수업형

태, 교과과정 등에 따라 코딩교육 이러닝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정

규 과정 혹은 방과 후 학교 수업 중 어떤 과정이냐에 따라 교사들이 선택하는 플랫

폼에 차이가 있었으며 수업형태는 개별학습에서부터 플립러닝까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수업 내용 면에선 코딩학습 자체 이외에도 통합교과학습을 코딩

교육을 통해 수행하고 있었다. 코딩교육 이러닝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음을 확인

하였다. 학습 내용 측면에서 교사들은 학습 난이도, 학습량의 적절성, 학습활동의

적절성, 튜토리얼의 적절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교수설계 측면에서 텍스트 위주의

학습내용 설계, 파지와 전이를 위한 전략, 튜토리얼의 구조 문제를 지적하였다. 플

랫폼 측면에서 인터페이스의 복잡성, 도구의 기능상의 제한성, 지원 가능한 플랫폼

한계성 등을 지적하였다. 교사 지원 측면에선 교사가 코딩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지

침의 필요성, 학급관리를 위한 학급관리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딩교육 이러닝은 기존 소프트웨어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다양한

부면에서 극복하고 있었다. 코딩교육 이러닝은 컴퓨터적 사고력 연습 부분의 강조,

블록클리 코딩 방식 도입, 언플러그드 활동, 창작 학습, 라이브 프리뷰, 자기 진도

개별학습, 학습관리 시스템 지원 등을 통해 지루하고 어렵다는 기존 소프트웨어 교

육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 이 연구는 교사들이 코딩교육 수업에 적합한 코딩교육 이러닝 선정하는 면

에 있어 경험자들의 리뷰를 근거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셋째, 코딩교육 이러닝이 어떤 부면에서 개선되어야 하는지 확인하였다. 코딩교육

이러닝은 학습 내용의 적절한 난이도와 질과 양의 설정, 튜토리얼, 메시지 설계 방

식, 파지와 전이 전략, 인터페이스, 도구적 기능, 교사 지원 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 101 -

참고문헌

교육부 (2015). 정보교과과정. 2015-74(10).

김경규, 이종연 (2016). 컴퓨팅 사고력 기반 프로그래밍 학습의 효과성 분석.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9(1), 27-39.

김성동, 이면재, 송경애 (2012). 게임화(Gamification)를 이용한 대안적 학습

모형개발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5(4), 81-88.

김수환 (2015). Computational Thinking 개념 평가를 위한 스크래치 코드 분석 시

스템 개발.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8(6), 13-22.

김수환 (2015). Computational Thinking 교육에서 나타난 컴퓨터 비전공 학습자들

의 어려움 분석.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8(3), 49-57.

김수환 (2015). Computational Thinking 증진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전략의 효과. 정보교육학회논문지, 19(3), 323-332.

나일주, 진성희 (2008). 인쇄텍스트와 온라인텍스트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4(2), 213-235.

남충모, 김종우 (2011). Computational Thinking 기반 초등수학과 교수· 학습활동

분석. 교육과학연구, 13(2), 325-334.

네이버캐스트. (n. d.).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878&contents_id=109085, 2016년

6월 6일 검색.

문교식 (2012). 학교교육을 위한 계산사고의 도입 방향. 한국정보교육학회

학술논문집, 3(2), 181-187.

문교식 (2013). Computational Thinking의 초등교육 활용 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6), 518-526.

성영훈, 유승한 (2016). SCC 활동 전략기반 Kodu SW 교육과정 모델 적용을 통한

어린이 코딩 인지 효과.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0(3), 283-292.

원유집 (2010). 소프트웨어 위기에 즈음한 전산교육의 실태와 현장

요구사항.정보과학회지, 28(4), 55-58.

유중현, 김종혜. (2008). 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정보과학적 사고 능력에 대한 개념적

고찰. 정보창의교육논문지, 2(2), 15-24.

윤종록 (2014). 소프트웨어, 세상을 변화시키다. EBS 특별기획.

윤현정 (2016). 코딩교육용 게임에 나타난 수행적 글쓰기 -<The Foos>를

중심으로.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16(1), 51-62.

이은경 (2009). Computational Thinking 능력 향상을 위한 로봇프로그래밍 교수

학습 모형. 한국교원대학교학위논문 (박사).



- 102 -

이찬도 (2010). 처음 배우는 코딩 언어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정보과학회지,

28(4), 24-27.

이충기, 홍석원. (2004). 웹 기반 프로그래밍 과목의효과적인 강의전략.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7(3)

임철일 (2012). 교수설계 이론과 모형 제2판. 파주: 교육과학사.

정희석 (2012). 한국형 SNS 의 진화: 카카오톡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0(10), 147-154.

조선일보. (n. d.).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21/2015072101547.html,

2016년 6월6일 검색.

최숙영 (2011). 21st Century Skills 와 Computational Thinking 관점에서의.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4(6), 19-30.

한국교육개발원. (n. d.).

http://edzine.kedi.re.kr/2015/summer/article/world_02.jsp, 2016년 11월 26일

검색.

Andreessen, M. (2011). Why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Wall Street

Journal, 20.

Barr, D., Harrison, J., & Conery, L. (2011). Computational Thinking: A Digital

Age Skill for Everyone. Learning & Leading with Technology, 38(6),

20-23.

Bell, T., Alexander, J., Freeman, I., & Grimley, M. (2009). Computer science

unplugged: School students doing real computing without computers. The

New Zealand Journal of Applied Comput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13(1), 20-29.

Brennan, K., & Resnick, M. (2012, April). New frameworks for studying and

assessing the development of computational thinking. In Proceedings of the

2012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Vancouver, Canada.

Chang, K. E., Chiao, B. C., Chen, S. W., & Hsiao, R. S. (2000). A programming

learning system for beginners-A completion strategy approach.Education,

IEEE Transactions on, 43(2), 211-220.

Chen, H. (2010). Business and market intelligence 2.0, Part 2. IEEE Intelligent

Systems, 25(2), 74-82.

Computational Thinking for Educators. (n. d.).

https://computationalthinkingcourse.withgoogle.com/course?use_last_location=



- 103 -

true, 2016년 6월6일 검색.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Deimel, L. E., & Moffat, D. V. (1982). A more analytical approach to teaching

the introductory programming course. In Proceedings of the NECC (pp.

114-118).

Dhokrat, A., Ambedkar, B., Khillare, S., & Mahender, C. N. Review on

Techniques and Tools used for Opinion Mining.

Edelson, D. C. (2002). Design research: What we learn when we engage in

design. The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11(1), 105-121.

Ellis, T. J., & Levy, Y. (2010, June). A guide for novice researchers: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methods. In Proceedings of Informing Science & IT

Education Conference, InSITE.

Google for Education. (n. d.).

https://www.google.com/edu/resources/programs/exploring-computational-thi

nking/#!ct-overview, 2016년 6월6일 검색.

Guzdial, M. (2004). Programming environments for novices. Computer science

education research, 2004, 127-154.

Kim, Y., & Jeong, S. R. (2015). Opinion-Mining Methodology for Social Media

Analytics. TIIS, 9(1), 391-406.

Liu, B. (2012). Sentiment analysis and opinion mining. Synthesis lectures on

human language technologies, 5(1), 1-167.

Lye, S. Y., & Koh, J. H. L. (2014). Review on teaching and learning of

computational thinking through programming: What is next for K-12?.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1, 51-61.

Media, C. S. (2013). Zero to eight: Children’s media use in America 2013.

Norvig, P (2016). Teach Yourself Programming in Ten Years.

http://www.norvig.com/21-days.html에서 검색

Oliver, R. (1993). Measuring hierarchical levels of programming

knowledge.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9(3), 299-312.

Pang, B., & Lee, L. (2008). Opinion mining and sentiment analysis. Foundations

and trends in information retrieval, 2(1-2), 1-135.

Papert, S. (1980). Mindstorms: Children, computers, and powerful ideas. Basic

Books,

Park, H. M. (2014). Global SW education trend and tools, Internet & Security



- 104 -

Focus. 41.

Reigeluth, C., & Stein, F. (1983). The elaboration theory of instruction. In C.

Reigeluth(ed.), Instructional Design Theories and models. Hillsdale, NJ:

Erlbaum Associates.

Resnick, M., Maloney, J., Monroy-Hernández, A., Rusk, N., Eastmond, E.,

Brennan, K., ... & Kafai, Y. (2009). Scratch: programming for

all.Communications of the ACM, 52(11), 60-67.

Rideout, V. J., Foehr, U. G., & Roberts, D. F. (2010). Generation M [superscript

2]: Media in the Lives of 8-to 18-Year-Olds. Henry J. Kaiser Family

Foundation.

Roebuck, K. (2012-10-24). Sentiment Analysis: High-impact Strategies - What

You Need to Know: Definitions, Adoptions, Impact, Benefits, Maturity,

Vendors. ISBN 9781743049457.

Singer, Natasha (26 April 2015). "Turning a Children's Rating System Into an

Advocacy Army". nytimes.com. The New York Times Company. Retrieved

14 June 2015.

Socher, R., Perelygin, A., Wu, J. Y., Chuang, J., Manning, C. D., Ng, A. Y., &

Potts, C. (2013, October). Recursive deep models for semantic

compositionality over a sentiment treebank. In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MNLP)

(Vol. 1631, p. 1642).

Soloway, E., & Spohrer, J. C. (2013). Studying the novice programmer.

Psychology Press.

Thrower, N. J. W. (1990).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A longer view of

Newton and Halley. Essays commemorating the tercentenary of Newton's

Principia and the 1985-1986 return of comet Halley. In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A Longer View of Newton and Halley (Vol. 1).

Truong, N., Bancroft, P., & Roe, P. (2002, December). ELP-A web environment

for learning to program. In Proc. The 19th Annual Conference of the

Australasian Society for Computers in Learning in Tertiary Education,

Auckland, New Zealand (Vol. 19, pp. 661-670).

Uri, W. Modeling Nature's Emergent Patterns with NetLogo. In Proceedings of

the Eurologo 2001 Conference.

Van den Akker, J. (1999). Principles and methods of development research.

InDesign approaches and tools in education and training (pp. 1-14).



- 105 -

Springer Netherlands.

Van Gorp, M. J., & Grissom, S. (2001). An empirical evaluation of using

constructive classroom activities to teach introductory programming.

Computer Science Education, 11(3), 247-260.

Van Merriënboer, J. J. (1990). Strategies for programming instruction in high

school: Program completion vs. program generation.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6(3), 265-285.

Von Baeyer, H. C. (2004). Information: The new language of science. Harvard

University Press.

Wang, F., & Hannafin, M. J. (2005). Design-based research and

technology-enhanced learning environments.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53(4), 5-23.

Wing,J.M.(2006). Computational Thinking. Communicationsofthe ACM, 49(3),

33-35.

Wing,J.M.(2007).ComputationalThinking.26February2008,

http://www.cs.cmu.edu/afs/cs/usr/wing/www/Computational_Thinking.pdf.

Wing,J.M.(2008). ComputationalThinking and Thinking About Comput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366, 3717-3725.

Yadav, A., Zhou, N., Mayfield, C., Hambrusch, S., & Korb, J. T. (2011, March).

Introducing computational thinking in education courses. In Proceedings of

the 42nd ACM technical symposium on Computer science education (pp.

465-470). ACM.



- 106 -

{ "sentiment_analysis": [ { "positive": [ { "sentiment": "helps kids", "topic": "Code-free game 
development tool", "score": 0.5734506634410159, "original_text": "Code-free game development tool 

helps kids program", "original_length": 50, "normalized_text": "Code-free game development tool 
helps kids program", "normalized_length": 50, "offset": 0 }, { "sentiment": "Intuitive", "topic": 

"drag-and", "score": 0.6280145725181376, "original_text": "Intuitive drag-and", "original_length": 18, 
"normalized_text": "Intuitive drag-and", "normalized_length": 18, "offset": 63 }, { "sentiment": "makes 

building games accessible", "topic": "drop design", "score": 0.5734506634410159, "original_text": "drop 
design makes building games accessible", "original_length": 43, "normalized_text": "drop design makes 
building games accessible", "normalized_length": 43, "offset": 82 }, { "sentiment": "thrive on", "topic": 

null, "score": 0.9257589430051858, "original_text": "they thrive on endless critical-thinking and 
problem-solving opportunities", "original_length": 74, "normalized_text": "they thrive on endless 
critical-thinking and problem-solving opportunities", "normalized_length": 74, "offset": 461 }, { 

"sentiment": "benefit of learning", "topic": "the real-world", "score": 0.8022393383237555, 
"original_text": "the real-world benefit of learning relevant technical skills by building", 

"original_length": 72, "normalized_text": "the real-world benefit of learning relevant technical skills by 
building", "normalized_length": 72, "offset": 647 }, { "sentiment": "a helpful network of tutorials", 
"topic": null, "score": 0.7923352042939829, "original_text": "There's a helpful network of tutorials", 

"original_length": 38, "normalized_text": "There's a helpful network of tutorials", "normalized_length": 
38, "offset": 751 }, { "sentiment": "Probably the best", "topic": "way to utilize Stencyl", "score": 

0.6451203716596042, "original_text": "Probably the best way to utilize Stencyl", "original_length": 40, 
"normalized_text": "Probably the best way to utilize Stencyl", "normalized_length": 40, "offset": 887 }, { 
"sentiment": "giving students the freedom", "topic": null, "score": 0.7923352042939829, "original_text": 
"giving students the freedom", "original_length": 27, "normalized_text": "giving students the freedom", 
"normalized_length": 27, "offset": 990 }, { "sentiment": "An ideal", "topic": "classroom setup", "score": 

0.7470003863664774, "original_text": "An ideal classroom setup", "original_length": 24, 
"normalized_text": "An ideal classroom setup", "normalized_length": 24, "offset": 1052 }, { "sentiment": 
"inspired by", "topic": "a game", "score": 0.8303585105859703, "original_text": "a game inspired by the 

Milky Way", "original_length": 32, "normalized_text": "a game inspired by the Milky Way", 
"normalized_length": 32, "offset": 1528 }, { "sentiment": "equally novel and fun", "topic": null, "score": 

0.7854478171766733, "original_text": "that are equally novel and fun", "original_length": 30, 
"normalized_text": "that are equally novel and fun", "normalized_length": 30, "offset": 1631 }, { 
"sentiment": "savvy", "topic": "users", "score": 0.6280145725181376, "original_text": "savvy users", 
"original_length": 11, "normalized_text": "savvy users", "normalized_length": 11, "offset": 2005 }, { 

"sentiment": "the helpful", "topic": "online tutorials", "score": 0.6280145725181376, "original_text": "the 
helpful online tutorials", "original_length": 28, "normalized_text": "the helpful online tutorials", 

"normalized_length": 28, "offset": 2214 }, { "sentiment": "very comprehensive", "topic": "The Stencyl 
website", "score": 0.7288836109637996, "original_text": "The Stencyl website is very comprehensive", 

"original_length": 41, "normalized_text": "The Stencyl website is very comprehensive", 
"normalized_length": 41, "offset": 2654 }, { "sentiment": "helps", "topic": null, "score": 

0.5734506634410159, "original_text": "that helps students", "original_length": 19, "normalized_text": 
"that helps students", "normalized_length": 19, "offset": 2979 }, { "sentiment": "works well in", "topic": 
null, "score": 0.7741813573680408, "original_text": "it works well in a classroom", "original_length": 28, 

"normalized_text": "it works well in a classroom", "normalized_length": 28, "offset": 3335 }, { 
"sentiment": "would be even better with", "topic": "Stencyl", "score": 0.33017137715835104, 
"original_text": "Stencyl would be even better with a simple learning management system", 

"original_length": 69, "normalized_text": "Stencyl would be even better with a simple learning 
management system", "normalized_length": 69, "offset": 3365 }, { "sentiment": "progress", "topic": 

"track student", "score": 0.46377052838785104, "original_text": "track student progress", 
"original_length": 22, "normalized_text": "track student progress", "normalized_length": 22, "offset": 

3446 }, { "sentiment": "free and low cost", "topic": null, "score": 0.39695767433043105, "original_text": 
"free and low cost", "original_length": 17, "normalized_text": "free and low cost", "normalized_length": 
17, "offset": 3977 }, { "sentiment": "better", "topic": null, "score": 0.8179970385008775, "original_text": 
"it just keeps getting better", "original_length": 28, "normalized_text": "it just keeps getting better", 

"normalized_length": 28, "offset": 4189 }, { "sentiment": "love to", "topic": "program", "score": 
0.8401344326865012, "original_text": "Students love to program", "original_length": 24, 

"normalized_text": "Students love to program", "normalized_length": 24, "offset": 4230 }, { "sentiment": 
"makes it easy and fun", "topic": "Stencyl", "score": 0.9549625807075999, "original_text": "Stencyl 

makes it easy and fun!", "original_length": 30, "normalized_text": "Stencyl makes it easy and fun!", 
"normalized_length": 30, "offset": 4256 }, { "sentiment": "good", "topic": null, "score": 

0.5025438645413814, "original_text": "it can be good", "original_length": 14, "normalized_text": "it can 
be good", "normalized_length": 14, "offset": 4295 }, { "sentiment": "prepared", "topic": null, "score": 

0.31394031216419105, "original_text": "they can be prepared", "original_length": 20, "normalized_text": 
"they can be prepared", "normalized_length": 20, "offset": 4468 }, { "sentiment": "best", "topic": null, 
"score": 0.9025871577819432, "original_text": "It's best", "original_length": 9, "normalized_text": "It's 

best", "normalized_length": 9, "offset": 4561 }, { "sentiment": "best", "topic": null, "score": 
0.8448465972936622, "original_text": "is best", "original_length": 7, "normalized_text": "is best", 

"normalized_length": 7, "offset": 4702 }, { "sentiment": "a great way", "topic": "Stencyl like Scratch", 
"score": 0.6085845466635199, "original_text": "Stencyl like Scratch is a great way", "original_length": 

35, "normalized_text": "Stencyl like Scratch is a great way", "normalized_length": 35, "offset": 4711 }, { 
"sentiment": "A nice", "topic": "program for students", "score": 0.6349022358073866, "original_text": "A 
nice program for students", "original_length": 27, "normalized_text": "A nice program for students", 

"normalized_length": 27, "offset": 4891 }, { "sentiment": "great", "topic": null, "score": 
0.6748984055823062, "original_text": "Would be great", "original_length": 14, "normalized_text": 

<부록 1> 제이슨 일부 데이터



- 107 -

"Would be great", "normalized_length": 14, "offset": 5101 }, { "sentiment": "wonderful", "topic": "group 
dynamics", "score": 0.8073621469780758, "original_text": "wonderful group dynamics", "original_length": 

24, "normalized_text": "wonderful group dynamics", "normalized_length": 24, "offset": 5311 }, { 
"sentiment": "savvy", "topic": "students", "score": 0.6280145725181376, "original_text": "savvy students", 
"original_length": 14, "normalized_text": "savvy students", "normalized_length": 14, "offset": 5606 }, { 

"sentiment": "fairly easy", "topic": "Creating a basic game", "score": 0.709336851506547, "original_text": 
"Creating a basic game is fairly easy", "original_length": 36, "normalized_text": "Creating a basic game 

is fairly easy", "normalized_length": 36, "offset": 5644 }, { "sentiment": "extremely useful video 
tutorials", "topic": null, "score": 0.9472888547185723, "original_text": "There are extremely useful video 

tutorials", "original_length": 42, "normalized_text": "There are extremely useful video tutorials", 
"normalized_length": 42, "offset": 5803 }, { "sentiment": "an ambitious project with a lot of promise", 
"topic": "Stencyl", "score": 0.9203650635837769, "original_text": "Stencyl is an ambitious project wi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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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that SW influences on the society is getting bigger. This trend is

also influencing the education field, and many leading countries are trying to

attempt to bring in SW education in the context of public education. It can be

said that this proves coding is a practical skill that can be used in all kinds of

industry like a language skill.

However, SW education has a negative reputation that it’s difficult to learn

and teach programming from the both perspectives of teachers and students.

Essentially programming accompanies high dimensional thinking, problem solving

strategies, and many computer science theories are extremely abstract to

understand thus it is being recognized as one of the subjects that people

teaching and learning it find very difficult. This is giving some burden on the

teachers who should prepare the lesson.

In such a context, e-learning for SW could be a helpful and supportive tool

for the teachers and provide an attractive learning tool But what the teachers

feel burdensome is that there are many e-learnings for SW education, but they

are not sure about which e-learning they should choose for the class. They feel

burdensome about that they should spend much time to learn about the

e-learnings just to choose what they think is good. Thus it’s needed to provide

the teachers with overall information about the e-learnings for SW education.

An analysis study was conducted.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ith what contents and methods do e-learnings for SW education edu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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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computational thinking. Second, what do those who have used the

e-learnings for SW education think about and how do they use them in the

class?

As a research method, opinion mining was used to analyze the e-learnings.

Opinion mining is an intelligence support technology that helps an individual or

an organization to come to a rational decision based on rather objective

information by analysing the relevant information through extracting important

information among various sources of text data. This study was conducted by

collecting 341 reviews from 279 persons including experts, teachers and analyzed

the contents, the methods, the opinions of those who used the e-learnings and

the problems that they mentione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learnings for SW education

partly included some components of computational thinking. All the

computational thinking concepts were included, but just 53% of Remix and

Reuse was included and 40% as Modularization and Abstraction of computational

thinking practices. Inspirational videos, badges, points, characters and online

certificates were used to motivate the students. Tutorial, live preview, games,

quiz, assignment and creation were used for knowledge construction while

sharing and remixing were used for knowledge understanding. Second, opinions

of those who used the e-learnings for SW education in the class were generally

positive. The meaningful information through opinion orientation rate, opinion

orientation score, word cloud and tree map were present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it was possible to derive the three

discussion points. First, the problems that the traditional SW education had were

being overcome in various aspects. Second, useful information for deciding a

proper e-learning for SW education was provided for teachers based on the

review data of those who used the e-learnings in the class. Third, what should

be improved in the e-learning was identified.

Keywords : e-learning for SW education, Opinion mining.

Student Number : 2015-2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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