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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1세기에 우리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디지털기기와 협력하여 해결하게

된다. 모바일기기와 사물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반경에 항

상 디지털기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누구나 디지털기기를 통해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주고받을 수 있기에, 대부분은 일정수준 이상의 문제해결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디지털기기와의 협력을 통해 몇몇 전문가만이 가

능했던 기술들을 점차 일반인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미래에는 단순 기술자보다 독창적이고 정교한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경쟁력을 갖는다. 종합해보면 21세기에는 일상생활의 문제

를 디지털기기와 협력해서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디지털 역량이라 정의하였다. 창

의적 디지털 역량이란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디지털기기를 창의적으

로 활용해서 새로운 해결책과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은 디자인 활동을 통해 가르칠 수 있다. 실제적인 문

제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형성하고 산출물을 만드는 디자인 사고과정이

창의적 디지털 역량이 추구하는 바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디자인

활동은 학생의 생각을 구체적인 산출물 형태로 구현해주기 때문에, 창의

적 디지털 역량의 평가를 가능하도록 한다. 따라서 창의적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디자인 수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15 개정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이나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

은 컴퓨터적 사고의 강조를 통해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디자인 활동을 다

뤘지만, 창의성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을 디자인 사고

과정이 보완할 수 있다. 디자인 사고과정은 문제해결과 창의성을 동시에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디자인 사고과정은 디자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역량 수준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창의적 디지털 역

량은 학생 각자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학생마다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수업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의 창의적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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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적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

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무엇인가? 둘째, 창

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내적으로 타당한

가? 셋째,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효과

는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연구 방법론에 따라 연구를 진

행하였다. 먼저 선행 문헌 고찰을 통해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1차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교육공학 전문가 2명과

현장전문가 2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1

차 디자인 수업설계원리를 수정하였으며, 내용타당도와 평가자간 내용

일치도 지수를 통해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내적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수정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실제 수업에 12차시에 걸쳐 적용하

였다. 이 연구에 경기도 A초등학교 25명의 학생과, 담임교사 1명이 참여

했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9가지 디자인 수

업 설계원리와 28가지의 상세지침을 도출하였다.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

리는 경험주의 원리에 기반을 둔 메이킹,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 촉진,

학생 활동의 적응적인 지원을 통한 수업을 지향한다. 이 세 가지 지향점

으로부터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먼저 경험주의 원리에 기

반을 둔 메이킹으로부터 실제적 문제중심, 메이킹을 통한 학습, 반성적

사고, 반복적인 메이킹의 원리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 촉진으로부터 디자인 사고와의 융합, 협력적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

어 형성 촉진이라는 원리를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학생 활동의 적응적인

지원으로부터 수준별 지원, 적응적 피드백이라는 원리를 도출하였다. 이

후 각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에 맞는 상세지침을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후 개발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전문가의 검토 결과

내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개발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가 학생들의 창의적 디지털 역량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학생 산출물을 통해 창의적 디

지털 역량 수준을 진단한 결과, 디자인 수업을 진행한 이후 학생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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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수업 초반부보다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흥미와 디지털기기 활용에 대한 효능감도 디자인 수업 실시 전보다

후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설문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그리고 디자

인 수업 설계원리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교사와

학생 모두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가 학생 중심의 수업과 학생 수준에

따른 적응적 지원을 강조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더불어 실제

적인 문제 중심의 수업을 강조한다는 점,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

한다는 점, 블록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 활용과 관련된 원리를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학생의 진입장벽을 낮춰준다는 점이 본 디자인

수업설계원리의 장점이라고 응답했다.

본 연구는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통

해 21세기에 추구해야 할 소프트웨어 교육의 방향과 이를 실제 수업에서

다룰 때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본 연구에

서 제안한 창의적 디지털 역량이라는 개념은 21세기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 역할을 한다. 창의적 디지털 역량의 개념이 21세기 디

지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핵심 능력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은 교사가

실제 소프트웨어 수업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방법 역할을 한다. 따라서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국가 수준의 소프트웨어 교육 방향 설정에서부터 한 단위의

수업을 설계하는 경우까지 두루 활용 가능한 지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주요어 : 창의적 디지털 역량, 소프트웨어 교육, 피지컬컴퓨팅, 컴퓨

터적 사고력

학 번 : 2017-2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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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는 점차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문

화로 변화하고 있다(Lerner & Tirole, 2002; Ordanini, Miceli, Pizzetti, &

Parasuraman, 2011). 디지털 사회라는 21세기의 특징이 이러한 분위기를

촉진한다. 디지털 사회에서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기기를

활용한다(Palfrey, Gasser, Simun, & Barnes, 2009). 이러한 디지털기기

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물리적인 장벽 없이 언제든 소통이 가능하도록 한

다(Bachmair & Pachler, 2015). 소통의 증가는 기업으로 하여금 제품생

산의 많은 부분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현재 이러한 분위

기가 점차 발전하면서,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제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Lerner & Tirole, 2002; Quinlan, 2015).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

분이 점차 모호해지는 것이다(Quinlan, 2015). 이에 관한 예시로, 사람들

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품 생산과정에 참여한다(Ordanini et al.,

2011). 그리고 Steem it이라는 사이트는 가상화폐의 지급을 통해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독려한다(Thelwall, 2017). 오픈소스 시스

템은 기업들만 공유하던 제품생산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면서, 일반인

이 제품제작에 참여하게 만든다(Awazu & Desouza, 2004; Lerner &

Tirole, 2002). 이러한 특징들은 대중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

하는 문화를 형성하도록 촉진한다

한편 사물인터넷의 보급은 인간이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때 실제

사물과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모두 활용하도록 촉진한다(Gubbi, Buyya,

Marusic, & Palaniswami, 2013). 사물인터넷이란 컴퓨터 없이 특정 물체

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거나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Majchrowicz & Hufnagiel, 2017). 사람들은 사물인터넷에 연결된 소프

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사물을 디자인할 수 있으며, 사물을 통해

이와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할 수 있다(Manovich, 2013; Mart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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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dziecki, 2006). 이러한 사물인터넷이 보급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디지털세계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실제 세계와

디지털세계의 구분이 점차 모호하게 될 것이다(Gubbi et al., 2013).

이처럼 사람들은 21세기에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디자인을 통해 디지털

사회의 문화에 참여하고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Palfrey et al., 2009;

Quinlan, 2015). 그래서 미래에는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디자인능력이 읽고

쓰고 셈하기의 3R's처럼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 기능이 된다

(Kafai & Burke, 2013). 이미 학생들은 디지털기기를 전문적이고 거창한

것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일상적인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Kafai & Burke, 2013; Kafai,

Burke, & Resnick, 2014).

이러한 디자인 활동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디지털기기가 블록코딩과 피

지컬컴퓨팅 도구이다. 블록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는 일반인들이 자신

의 아이디어를 실제 세상에 구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도구

이다(Hill, 1998; Przybylla & Romeike, 2014; Sullivan & Igoe, 2014). 블

록코딩은 컴퓨팅 언어를 모르더라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코딩언

어를 블록 형태로 묶어놓은 것이다. 대표적인 블록코딩 도구로는 스크래

치가 있다(Resnick et al., 2009). 피지컬컴퓨팅은 소프트웨어와 현실세계

속 물체를 연결해주는 도구이다. 외부 환경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주는 센서가 이에 속한다(Przybylla & Romeike, 2014; Sullivan & Igoe,

2014). Tiwari(2016)는 이러한 도구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일반인들도 사물인터넷 환경을 쉽게 디자인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그는 적은 비용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두이노라는 피지컬컴

퓨팅 도구와 블록코딩 도구인 스크래치를 활용해서 집을 경비하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만들었다. 학교 밖에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블록코딩을

활용한 디자인을 통해 소통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Kafai & Burke,

2013). 학생들은 블록코딩 도구를 통해 별도의 컴퓨터 교육 없이 산출물

을 디자인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즉 블록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

구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콘텐츠 형태로 구현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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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서는 창의성이 필요하다.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디자인한 산출물의 수

준은 창의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Hill, 1998). Mentzer, Becker,

Sutton(2015)에 따르면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초보적인 디자이너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초보

적인 디자이너보다 아이디어 형성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이다. 이

러한 아이디어는 산출물의 창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Goldschmidt

& Tatsa, 2005). 그리고 산출물의 창의성은 해당 산출물이 독창적인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기준은 해당 산출물이 다른 산출물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Besemer, 1998; Basemer & Treffinger,

1981; O’Quin & Besemer, 1989; Woody, 1999). 일반적인 산출물뿐 아니

라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디자인한 산출물의 수준도 얼마나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Carretero, Vuorikari, & Punie,

2017). 이처럼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누구나 산출물을 만들 수 있지만, 남

들보다 잘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디지털기기를 활용

한 디자인능력과 창의적인 역량을 함께 강조해야 한다(Sefton-Green, 2013)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능력으로 창의

적 디지털 역량을 탐구하고자 한다. 창의적 디지털 역량이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기기를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해결책

과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다(Carretero et al., 2017;

Sefton-Green, 2013). 이때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수업은 코딩

과 피지컬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디자인 수업을 통해 학교에서 구현이 가

능하다(Kafai et al., 2014; Przybylla & Romeike, 2014; Resnick, 2008;

Sullivan & Igoe, 2014). 그래서 창의적 디지털 역량을 코딩과 피지컬컴

퓨팅과 같은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실제적인 문제맥락에 맞는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는 창의적인 디지털 역량향상보다는 정보를 얻고 텍스트를

활용하는 컴퓨터 기능 중심 교육을 진행해왔다(Burnett, 2010).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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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프트웨어 교육은 디자인 활동보다는 프로그램 언어학습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교육방법은 실패하였고 한때 정규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교육이 사라졌다. 이후 소프트웨어 교육을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시

실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겼다(Kafai & Burke, 2013). 우리나라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기로

결정하였다(교육부,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컴

퓨터적 사고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를 가르치는 방법은 기존

의 기능 중심교육과 유사하다. 2015 개정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은 학생들

이 실제적인 문제에서 지식을 구성하도록 하지 않았다(교육부, 2015). 특

히 소프트웨어 교육을 처음 접하게 되는 초등학생은 실제적인 맥락과 분

리된 교과서에 적힌 기능과 소양을 먼저 학습하게 된다. 문제해결에 필

요한 기능을 학생 스스로 구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가 정해진 기능

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된 것이다(Kafai & Burke, 2013).

이는 교육과정에 학년별로 배워야 할 특정 기능과 알고리즘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실제적인 문제 중심이 아닌 기능과 소양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진다(교육부, 2015; 이철현, 2015).

그러나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해서는 기능이 아닌 실제적인 문

제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

적인 해결책은 단순한 한 두 가지의 기능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기능이

상황과 맥락에 맞게 복합적으로 융합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즉 기능 그

자체보다는 복잡한 상황 맥락에서 자신의 지식을 어떻게 구성해서 해결

책을 제안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Kolb, 2014; Scheer et al., 2012;

Voorhees & Voorhees, 2017). 이 관점에서 21세기 소프트웨어 교육은

특정 기능을 순차적으로 학생에게 가르치기보다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황 맥락에 맞는 기능을 학습하

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Ito et al., 2010; Kafai et al., 2014;

Przybylla & Romeike, 2014; Resnick, 2008).

또한 창의적 디지털 역량은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 경험으로부터 형성

되기에, 각 학생의 선행지식과 문제해결 방식에 따른 개인차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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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ey, 2008; Voorhees & Voorhees, 2017). 실제로 김종민 등(2017)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민국의 150-200개의 초‧중등학교 학

생들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수준 차이가 크다고 나타났

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서로 다른 수준의 역량을 적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Como & Snow, 1986; Paramythis & Loidl-Reisinger,

2002; van Merriënboer, Clark & De Croock, 2002; Park & Lee, 2003).

이러한 특징을 가진 창의적 디지털 역량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에게

높은 수준의 수업능력이 필요하다(Cook & Bush, 2018). 왜냐하면 기존

과 다른 방법으로 수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Scheer et al., 2012). 하지

만 양재명 등(2018)의 보고서에서 따르면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초‧중등

교사의 수업능력은 현재 부족한 상황이다. 2017년도에 대한민국의 소프

트웨어 교육 연구학교에 속한 교사 중 21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30%의 교사만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70%의

교사는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이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수업설계

원리나 모형이 필요하다(Gibbons, Boling, & Smith, 2014).

그러나 현재 교사가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을 설

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적절한 수업 설계원리와 모형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진숙 등(2015)은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

웨어 교육 모형을 종합적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이 모형은 학생들의 창

의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며, 학생평가를 위한 루브릭

에도 창의성 관련 항목이 없다. 이러한 제한점을 디자인 사고과정을 적

용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실제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

디어를 도출하고 창의적인 산출물을 디자인하고 이 산출물을 다시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디자인 사고과정이 문제해결력과 창의성을 모두 강조하

기 때문이다(Cook & Bush, 2018). 그러나 디자인 사고과정에는 디자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개인차를 적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Mentzer et al., 2015; Kangas, Seitamaa -Hakkarainen,

& Hakkarainen, 2013). 비록 Mentzer 등(2015)이 디자인 전문가를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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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 사례를 보여주었지

만, 전문가가 어떤 학생에게 언제, 어떻게, 어떠한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디자인 사고과정도 교사

에게 제공할 디자인 수업의 지침으로 완전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에 적합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

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은 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코딩과 피

지컬컴퓨팅 도구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산출물 형태로 구현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디지털기기이기 때문이다(Kafai et al., 2014; Przybylla &

Romeike, 2014; Resnick, 2008; Sullivan & Igoe, 2014). 또한 앞서 설명

했듯이 이 도구들은 디지털세계와 현실세계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미래사

회 문제해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구이다. 더불어 코딩과 피

지컬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디자인 활동은 21세기에 필요한 학생들의 창

의적 역량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Sefton-Green, 2013). 이러한 점을 볼

때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코딩과 피지컬컴퓨

팅 도구를 활용한 디자인 수업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

을 진단하고 적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개발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

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21세기에 추구해야 할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표와

교육방법에 대한 지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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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무엇인가?

둘째,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내적으로

타당한가?

셋째,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의 효과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리

가. 창의적 디지털 역량

창의적 디지털 역량이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기기를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해결책과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한다(Carretero et al., 2017; Sefton-Green, 2013). 이러한 창의적 디

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수업을 본 연구에서는 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디자인 수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창의

적 디지털 역량개념을 코딩과 피지컬컴퓨팅과 같은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실제적인 문제맥락에 맞는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

는 원 개념보다 좁은 의미로 정의하였다. 이때 창의적 디지털 역량개념에서

의 창의성이란 일상생활의 문제를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다른 방법

으로 해결할 수 있는 Little-C 수준의 창의성을 의미한다(Kaufman &

Beghetto, 2009). 창의적 디지털 역량은 컴퓨터를 전공하는 직업인이 갖춰

야 할 능력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갈 모든 학생이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을

위해 갖춰야 할 능력이기 때문이다(Kaufman & Beghett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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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자인 수업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한 도구를 활용해서 산출물을 만드는

형태의 수업을 디자인 수업이라고 정의한다(Cook & Bush, 2018;

Plattner, 2010; Scheer et al., 2012). 구체적으로 디자인 사고과정인 공

감, 문제 정의, 아이디어 생성, 프로토타입 제작, 평가라는 5가지 절차에

따라 산출물을 만들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을 본 연구에서 디

자인 수업이라고 정의한다(Plattner, 2010).

다. 피지컬컴퓨팅

컴퓨터 속 가상세계와 실제세계를 연결해주는 물체를 피지컬컴퓨팅 도

구로 정의한다(Sullivan & Igoe, 2014). 빛, 소리와 같은 외부 환경 데이

터를 컴퓨터에 입력시켜주는 다양한 센서기기,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

한 것을 LED불빛으로 나타내주는 방식의 구동장치, 컴퓨터나 스마트폰

으로 실내 환경을 제어하는 제어장치 등 지속적으로 환경과 컴퓨터의 상

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이에 속한다(Przybylla & Romeik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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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문헌 고찰

1. 창의적 디지털 역량

가. 창의적 디지털 역량의 개념

21세기에 이르러 우리 사회는 세계화와 빠른 기술변화, 심화된 개인과

기업 간의 경쟁으로 인해 기존 지식의 활용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사회

가 되었다(Scheer et al, 2012). 따라서 21세기에는 단순 지식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Pink, 2006). 여기서 역량이란 실제적인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능력으

로, 지식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수행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Voorhees & Voorhees, 2017).

이러한 21세기 역량은 인간 혼자만의 능력이 아닌 인간과 디지털기기

가 협력한 형태로 발현된다(Hutchins, 2006).

첫째로 미래세대를 구성할 어린 학생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이기 때문이다

(Palfrey et al., 2009). 스마트기기의 발달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촉진했

다. 학생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보통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Chan, Walker, & Gleaves,

2015). 대한민국의 교육에서도 이를 반영해서 2019년부터 디지털교과서

를 공교육에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현대의 학생은 기존 세대보다 스스

로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것에 더 익숙하다는 요구를 반영했

기 때문이다(Helsper & Eynon, 2010).

둘째로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사

라지고 있기 때문이다(Majchrowicz & Hufnagiel, 2017; Manovich, 2013;

Martin & Grudziecki, 2006). 예를 들어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의

발달은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이제 우리 눈에 보

이는 실제 구체물뿐 아니라, 각 장소와 사물에 연결된 가상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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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모두 우리가 경험하고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Bimber &

Raskar, 2005). 그리고 사물인터넷 시스템의 보급은 우리 주변의 사물들

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시킨다. 이제 인간은 특별한 장비 없이 주변

사물의 조작을 통해 디지털세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소프

트웨어를 통해 주변 사물을 조작할 수 있다(Gubbi, et al., 2013;

Manovich, 2013). 이처럼 우리 세계는 점차 디지털세계와 혼합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

어와 해결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일상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일반적인 수준의 자원을 이미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 사회에서는 어떠한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작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 중요했다.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

과 방법이 소수에게만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사회에서는

완성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순간 이에 대한 제작 정보도 함께

전달된다. 오픈소스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모든 생산공정이 네트워크에

공개되기 때문이다(Awazu & Desouza, 2004; Lerner & Tirole, 2002).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직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만드는 기

술보다는 남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즉 단순히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은

네트워크에 접근 가능한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21세기에는 디지털기기를 활용하여 실제 생활의 문제를 남들과

는 다르게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이 필요하다

(Ala-Mutka, 2011; Calvani, Cartelli, Fini, & Ranieri, 2008; Carretero et

al., 2017; Ferrari, 2012).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역량을 언급하고 있다.

Ala-Mutka(2011)와 Ferrari(2012)는 기존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역

량 관련 연구를 종합해서 디지털 역량이란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창의성,

문제해결력, 디자인능력을 모두 포함한 개념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Lee(2013) 또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모든 형태의 창의성을 포함하는 디



- 11 -

지털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Carretero 등(2017)은 디지털 역량

이 정보검색, 디지털기기를 통한 협력,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디지털세

계에서의 보안 및 윤리,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문제해결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이처럼 디지털 역량이란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매우 큰 개념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무엇에 초점을 두

고 가르쳐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역량 중 특별히 21세기에 강조

해야 할 부분을 선별해서 새롭게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디지털 역량

에 포함되는 다양한 능력 중 특히 21세기에는 앞서 제시했듯이 실제 세

계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

력이 중요하다. 즉 컴퓨터적 사고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둔 창조적인 협

력, 문제해결 기술, 새로운 기기를 활용한 디자인능력을 모두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Sefton-Green, 2013).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앞서 제

시한 21세기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창의적 디지털 역량이라 정의하고

자 한다. 즉 창의적 디지털 역량을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

털기기를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해결책과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마주하는 실제적인 문

제는 일상생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디지털세계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

리고 일상생활과 디지털세계가 통합된 형태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기기를 남들과 다른 창의적인 방법으로 활

용할 수 있다. 디지털기기를 구성하는 재료를 새롭게 조립해본다거나, 프

로그래밍을 기존과는 다르게 변형해볼 수 있는 것이다. 혹은 남들이 찾

지 않았던 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해볼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존 커뮤니티에서 제시한 해결책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해결책과 아이디

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창의적 디지털 역량이다. 따라서 일

상에서 접하는 문제를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창의적 디지털 역량에 포함된다.

이러한 창의적 디지털 역량을 학교 교육에서 다루는 방법은 많지만,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디자인 활동이다. 첫째로 창의적 디지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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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디자인을 통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디자인 사고과정

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와 유사하기 때문이다(Carroll et al., 2010;

Cook & Bush, 2018; Rauth, Köppen, Jobst, & Meinel, 2010; Scheer et

al., 2012). 구체적으로 실생활의 문제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형성하고,

산출물을 구성하고, 이를 평가한 후 다시 새로운 맥락에서 산출물을 발

전시키는 디자인 과정은 곧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활

동이기도 하다. 둘째로 디자인 활동은 학생의 창의적 디지털 역량을 교

사가 실제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학생은 디자인 활동의 결과물인

산출물을 통해 자신이 어떤 문제에 대해 갖고 있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형태로 실제 세상에 구현한다(Scheer et al., 2012). 이러한 산출물의 질

은 학생의 창의적인 역량과 연관성이 있다. 기존 오랜 시간에 걸쳐 실시

된 창의성 관련 연구에서 창의적인 역량이 높은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새롭고 유용하고 정교한 산출물을 만들었기 때문이다(Besemer, 1998;

Basemer & Treffinger, 1981; O’Quin & Besemer, 1989). 즉 교사는 학

생의 산출물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창의적 디지털 역량을 실제로 평

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 활동에 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가 활용될 수

있다. 코딩 도구는 인간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디지털세계

에 구현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며(Kafai et al, 2014; Resnick, 2008), 피

지컬컴퓨팅 도구는 이를 다시 구체적인 현실세계에 구현하는 것을 가능

하도록 한다(Przybylla & Romeike, 2014; Sullivan & Igoe, 2014). 이처

럼 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여러 가지 아이

디어를 구체적인 형태로 세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Przybylla &

Romeike, 2014). 즉 이 도구들은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실제 세상에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도구로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수업을 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디자인 맥락에서 어떻게 실제 학교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을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

락에서 창의적 디지털 역량을 본 연구에 한정해서 원래의 개념보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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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좁은 의미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창의적 디지털 역량을

코딩과 피지컬컴퓨팅과 같은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실제적인 문제맥락

에 맞는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나. 창의적 디지털 역량의 수준

창의적 디지털 역량은 개인의 능력 및 특성에 따라 수준이 다르며, 이

수준은 측정할 수 있다(Cartelli, Dagiene & Futsch, 2010). 구체적으로

창의적 디지털 역량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전문적 수준까지 연속적인 단

계가 존재한다(Martin & Grudziecki, 2006). 이 단계는 기억,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조라는 디지털 텍사노미(Digital taxonomy)의 6단계로 나

타낼 수 있다(Krathwohl, 2002; Munzenmaier & Rubin, 2013). 따라서

창의적 디지털 역량을 학생에게 가르칠 때는 획일적인 강의 방식이 아니

라 개인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방식으로 가르쳐야 한다(Voorhees &

Voorhees, 2017). 이와 같은 관점에서 디지털 역량과 창의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수준별 정의를 종합해서 창의적 디지털 역량의 수준을 탐색

하고자 한다.

먼저 Carretero 등(2017)은 디지털 역량에 속하는 하위 능력으로 창의

적 디지털 역량과 비슷한 개념인 Creatively using digital technology라

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능력은 디지털기기를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문제

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때 문제는 비구조화된 문제와 구조화된

문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비구조화된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창의

적 디지털 역량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지만 디지털기기를 창

의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이 비슷하기에, Creatively

using digital technology의 수준별 정의를 본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

탐색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Carretero 등(2017)은 Creatively using digital technology의 수준을 8

수준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 8수준을 각각 2수준씩 묶어서 크게 4수준

으로 역량 수준을 나눈다. 구체적으로 1, 2수준을 묶어서 기초수준,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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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묶어서 중간수준, 5, 6수준을 묶어서 발전수준, 그리고 7, 8수준을

묶어서 전문화 수준의 4수준으로 크게 역량 수준을 구분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초보수준의 학생들은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

에 관심을 보이지만, 혼자서는 도구를 활용하여 산출물을 만들 수 없고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중간수준의 학생은 문제해결을 위해 적합한 도

구를 선택하고 활용하여 전형적인 형태의 산출물을 만든다. 즉 교사가

설명했거나 시범을 보인 형태를 벗어나는 산출물을 만들지는 못한다. 발

전수준의 학생은 주어진 도구를 교사의 설명과는 다른 자신만의 창의적

인 방법으로 활용해서 산출물을 만들 수 있다. 전문화수준의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 수준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디지털기기

를 활용한 산출물을 만들 수 있다.

Jo, Kim, Sung, Cho(2018)는 위에서 정의한 역량 수준을 실제 학교현

장에서 학생들의 역량 수준을 진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 역량 수준별 정의를 피지컬컴퓨팅 도구 중 하나인

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한 수업에 적용해 본 후 학교현장에 맞게 타당화 하

였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B초등학교 6학년 1학급을 선정해서, 주어진 문

제에 맞게 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한 악기를 디자인하는 수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학생들의 산출물을 위에서 제시한 역량 수준에 따

라 분류했다. 먼저 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한 산출물의 설계가 잘못되어 시

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산출물을 기초수준에 분류하였다. 대부분

코딩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산출물이 작동되지

만 교사가 제시한 전형적인 형태로 만든 산출물을 중간수준으로 분류하

였다. 대부분의 학생은 교사가 알려준 대로 메이키메이키의 한 버튼에

하나의 음이 연결되도록 코딩을 했는데, 이를 모두 중간수준으로 분류했

다. 교사가 제시한 방법과는 다르게 만들어진 산출물은 발전수준으로 분

류하였다. 하나의 메이키메이키 버튼에 여러 음이 연결되도록 연속적으

로 코딩하거나, 교사가 알려준 방법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래밍

한 학생들이 발전수준에 속했다. 블록코딩을 활용하는 커뮤니티에서 발

견할 수 없었던 참신하고 정교한 산출물을 디자인한 전문화 수준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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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Jo 등(2018)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디자인한 산출물의 창의성은

독창성과 유용성과 정교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었다

(Besemer, 1998; Basemer & Treffinger, 1981; O’Quin & Besemer,

1989; Woody, 1999). 독창성은 산출물이 전형적이지 않고 독창적인가에

관한 관점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이 산출물에 반

영되어있을 경우 높은 수준의 독창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유

용성은 만들어진 산출물이 실용적이고 주어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며

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관점이다. 즉 개발된 산출물은 그 용도가 분명해

야 하며, 주어진 목적에 맞게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정교성은 산출물이

얼마나 정교하고 잘 만들어졌는가에 관한 관점이다. 즉 사전에 계획된

아이디어가 얼마나 충실히 산출물에 반영되었는지를 의미한다. 기초수준

의 학생들은 독창성과 유용성과 정교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나름대로 자

신의 생각을 표현하긴 했지만, 문제해결과 관련 없는 화면 장식 효과만

적용한 단순한 표현이 대부분이었다(Taylor, 1975). 중간수준의 학생들은

산출물이 목적에 맞게 작동되는 유용성이 확인되었지만, 교사가 보여준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독창성이 없었으며, 산출물의 정교함도 부족

했다. 발전수준의 학습자들은 산출물이 의도대로 작동되었기에 유용성이

있었으며, 교사가 제시한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코딩을 하였기에 독창

성도 관찰이 되었다. 반면 최종 산출물이 시연되는 방식은 중간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정교함이 크게 관찰되지는 않았다. 전문화 수준은

본 연구에서 관찰되지는 않았다. 전문화 수준은 독창성과 유용성과 정교

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형태로,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역량 수준의 학생

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 목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창의적인 산출물의 수준 관련 연구를 종합해서 아래 <표 Ⅱ

-1>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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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가 추구

하는 창의성은 Kaufman과 Beghetto(2009)의 Little-C 수준에 해당한다.

Kaufman과 Beghetto(2009)는 창의성을 Mini-C, Little-C, Pro-C, Big-C

라는 4가지 수준으로 분류한다. Mini-C는 아직 인간에게서 창의성이 구

체적으로 발현되지 않고 내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수준에 속한 학생

이 제작한 산출물에서는 창의성을 관찰할 수 없다. Mini-C 수준의 학생

은 창의적인 능력은 있지만 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

기 때문이다. 이 단계의 학생은 자신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일상

생활의 기본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 기능의 학습을 통

해 학생은 Little-C 수준에 이를 수 있다. Little-C는 일상생활 속에서

창의성이 드러나는 경우이다. 이들은 비록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문

제해결을 위해 괜찮은 의견을 낸다.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를 내거나, 참

신한 시나 글을 쓸 수 있는 학생이 바로 Little-C 수준의 학생인 것이다.

Pro-C는 전문적인 수준의 창의성을 보이는 경우이다. Kaufman과

Creativity using digital

technology (Carretero

et al., 2017)

파일럿테스트(2017.10.26.

, 2017.11.07.)

창의적 산출물의 분석

(Besemer, 1998; Basemer

& Treffinger, 1981;

O’Quin & Besemer, 1989;

Woody, 1999;)

초보수준
산출물이 작동되지

않았음

독창성 (×)
유용성 (×)
정교성 (×)

중간수준
교사가 설명한 방식대로

산출물 제작

독창성 (×)
유용성 (○)
정교성 (×)

발전수준

교사가 설명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함

독창성 (○)
유용성 (○)
정교성 (×)

전문화수준 관찰되지 않음
독창성 (○)
유용성 (○)
정교성 (○)

<표 Ⅱ-1> 디지털 역량 수준 및 창의적 산출물 평가 관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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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hetto(2009)는 적어도 10년 정도는 자신만의 전문 분야에 종사해야

Pro-C 수준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수준의 창의성

을 지닌 사람은 자신만의 전문적인 분야를 개선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산

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Big-C 수준의 창의성을 지닌 사람은 역사적으

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다.

Pro-C 단계에 있는 사람이 전문직에 오래 종사한다고 모두 Big-C 수준

의 창의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Pro-C 수준에서

안주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는 Big-C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목적

은 직업적인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반인을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가 추구하는 창의성은 Little-C 수준의 창의성이며, 직업적

인 역량을 갖춰야 하는 Pro-C 수준과 역사적으로 기존에 없었던 혁신적

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Big-C 수준의 창의성은 다루지 않는다. 학생

들이 미래에 디지털기기를 전문가처럼 사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생

활 주변의 문제를 참신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디지털기

기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본 디자인 수업이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은 전문적인 컴퓨터 기기를 활용하는

집단보다는 K-12 수준의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디자인 활동에서의 창의적인 역량 수준을 판별하기 위한 진단도구로 활

용될 수 있다.

다. 창의적 디지털 역량과 컴퓨터적 사고력

Wing(2006)은 컴퓨터적 사고력이 21세기에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컴퓨터적 사고력은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을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에 적

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컴퓨터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추상화하거나,



- 18 -

여러 구성요소로 분해한 후 순차적인 알고리즘에 따라 해결한다. 인간은

컴퓨터의 사고방식을 일상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Wing, 2006; Lye & Koh, 2014).

Lye와 Koh(2014)은 Wing(2006)의 컴퓨터적 사고력 개념을 더욱 발전

시킨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컴퓨터적 사고력은 컴퓨터적인 개념

(Computational concepts), 컴퓨터적인 실행(Computational practices), 그

리고 컴퓨터적인 관점(Computational perspectives)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컴퓨터적인 개념은 테스트와 디버깅과 같은 컴퓨

터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를 의미한다. 컴퓨터적인 실행

은 반복적인 프로그래밍을 통해 산출물의 수준을 발전시키는 컴퓨터 프

로그래밍의 실제 실행 과정을 일컫는다. 컴퓨터적인 관점은 컴퓨터를 통

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믿음과 기술 환경의 개선을 위한 의

견을 제시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그런데 컴퓨터적 사고력은 디자이너의 문제해결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디자인 활동에 이 개념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먼저 컴퓨터적 사고력은 디자이너의 적응적인

디자인 과정을 반영하지 않는다(Brennan & Resnick, 2012). 실제로 디자

이너는 컴퓨터와 같이 순차적인 과정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문제해결 절차와 과정을 변화시키는 적응적인 방법으로 실제적

인 문제를 해결한다(Brennan & Resnick, 2012; Cook, & Bush, 2018).

그래서 Brennan과 Resnick (2012)은 컴퓨터적 사고력의 개념을 실제 디

자이너의 관점을 포함하여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된 대부분의 컴퓨터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에는 디자인 사고과정의 핵심적인 요소가 제외되어 있다. Lye와

Koh(2014)는 기존의 컴퓨터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사례연구들을 종합해

서 컴퓨터적 사고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실제적인 문제 제시, 정보처

리, 스캐폴딩, 성찰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런데 실

제 전문적인 디자이너는 위와 같은 활동 뿐 아니라 아이디어를 형성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을 쏟는다(Mentzer et al., 2015). Lye와 Koh(201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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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 컴퓨터적 사고를 교육한 경험적 사례연구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

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즉 컴퓨터적 사고력을 위

한 수업이 실제 디자이너의 사고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디자인 활동은 21세기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핵심적인 활동 중 하나이다(Scheer et al., 2012). 따라서 단순한 컴퓨

터적인 방법의 효율적인 문제해결뿐 아니라,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산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컴퓨터적 사고력에 디자인 사고를 더한 종합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즉

컴퓨터적 사고에 창조적인 협력, 문제해결 기술, 새로운 기기를 활용한

디자인능력을 통합한 종합적인 역량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Sefton-Green, 2013). 이러한 종합적인 역량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창

의적 디지털 역량이다. 창의적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문

제를 해결하는 컴퓨터적인 사고와 새로운 해결책과 아이디어 형성을 강

조하는 디자인 사고가 추구하는 역량을 모두 포함한다.

실제로 본 연구의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살펴보면 컴퓨터적 사고에

기반을 둔 활동뿐 아니라, 실제 전문가의 디자인 사고과정을 함께 강조

한다. 컴퓨터적 사고 관련 활동에 대한 수업 설계원리뿐 아니라, 문제를

충분히 공감하고 아이디어를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발산하고 수

렴하는 수업 설계원리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즉 창의적 디지털 역량

의 개념이 컴퓨터적 사고력 개념이 포함할 수 없었던 21세기의 핵심역량

을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 수업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도출을 위한 문

헌 탐색의 기본 방향은 창의적 디지털 역량의 개념 정의로부터 출발한

다. 용어의 정의로부터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도출의 기본 방향이 되는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하였다.

창의적 디지털 역량의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창의적 디지털 역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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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기기를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새로

운 해결책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정의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창의적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람은 일상의 실제적인 문제를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해결 가능하면서, 동시에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

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Carretero et al., 2017). 즉 창의적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실제적인 문제해결과 창의적인 산출물 제작을 동시

에 목표로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지향점을 통해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

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기초가 되는 큰 범주를 설정해볼 수 있

다.

첫째로 창의적인 디지털 역량은 실제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지향한다.

실생활의 문제는 융합적이고, 문제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서 복잡하고,

그 해결방법도 다양하다(Hill, 1998). 따라서 실제적인 문제해결능력은 학

교에서 일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구

성해야 한다(Dewey, 2008; Kolb, 2014). 실제적인 경험을 반성적으로 사

고하는 과정을 통해 역량이 구성되는 것이다(Voorhees, & Voorhees,

2017). 나아가 이 역량을 비슷한 문제에 적용하고, 다시 이를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Dewey, 2008; Kolb, 2014).

창의적 디지털 역량의 관점에서는 이런 실제적인 문제해결 경험이 디

지털기기를 활용한 메이킹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Carretero et al.,

2017). 실제로 메이킹 활동은 실제적인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산출물로 구현하는 활동으로서, 21세기 역량을 실제 학교현장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표적인 활동이다. 이런 관점에서 학생들은 메이킹

활동을 통해 실제적인 문제해결과정을 경험한다(Scheer et al., 2012). 즉

경험주의에 기반을 둔 문제해결과,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메이킹 활동을

종합해서, 경험주의에 기반을 둔 메이킹 활동을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도출을 위한 첫 번째 범주로 설정할 수 있다.

둘째로 창의적 디지털 역량은 창의적 산출물 제작을 목표로 한다. 즉

창의적 디지털 역량은 기본적으로 문제해결뿐 아니라, 창의성을 더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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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 제작을 목표로 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문제해결을 추구한다

(Hill, 1998). 그리고 이러한 창의성의 수준은 아이디어의 질에 따라 결정

된다. 중요한 아이디어일수록 창의적인 산출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

다(Goldschmidt & Tatsa, 2005). 이러한 점에서 아이디어는 창의적인 산

출물 제작을 위한 재료이자 수단이다. 따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형성

을 촉진하는 것을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도출을 위한 두 번째 범주로 삼

았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해결과 창의성을 지향하는 창의적 디지털 역량

은 학생들의 실제적인 경험과 반성적 사고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다. 즉 학생들이 살아온 경험에 따라, 그리고 반성적 사고과정에서 일어

나는 통찰에 따라 역량의 특성과 수준이 달라진다(Scheer et al., 2012;

Voorhees, & Voorhees, 2017).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의 역

량을 일괄적으로 지도할 수 없다. 실제로 같은 학년 내에서도 학생들의

역량 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Cartelli et al., 2010; Krathwohl, 2002;

Munzenmaier & Rubin, 2013). 그래서 기존의 교과중심의 정해진 지식을

가르치는 방법은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수업에 적합하지 않다

(Scheer et al., 2012). 대신에 학생의 역량 수준을 고려한 적응적인 수업

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은

적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학생 활동의 적응적인 지원

을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도출을 위한 세 번째 범주로 삼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의적 디지털 역량의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도출

하기 위해 경험주의 원리에 기반을 둔 메이킹,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

촉진, 그리고 학생 활동의 적응적인 지원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문헌

을 고찰하였다.

가. 경험주의 원리에 기반을 둔 메이킹

Kolb(2014)에 의하면 경험학습에서 학생들의 역량은 실제적 문제를 해

결하고, 그 과정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지식을 구성하고, 이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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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즉 경험주의에

기반을 둔 학습은 실제적인 문제 중심의 활동, 실제적인 경험, 반성적 사

고, 그리고 또 다른 실제 상황에 적용이라는 4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이때 경험주의 원리에 기반을 둔 메이킹의 관점에서 실제적인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적인 경험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창의적 디지털 역량은 자신만의 산출물을 창의적으로 디자인

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디자인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이루어

진다(Carretero et al., 2017; Sefton-Green, 2013). 이 관점에서 볼 때 경

험주의 원리에 기반을 둔 메이킹의 관점에서 실제적인 경험은 디지털 도

구를 활용한 메이킹 활동이다(Carretero et al., 2017; Scheer et al.,

2012). 그리고 이 메이킹 활동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도구 중 하

나가 피지컬컴퓨팅 도구와 코딩 도구이다. 피지컬컴퓨팅과 코딩 도구가

인간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이

다(Przybylla & Romeike, 2014; Resnick et al, 2009). 즉 창의적 디지털 역

량에서 의미하는 실제적인 경험은 단순한 문제해결 경험을 넘어서, 코딩

및 피지컬컴퓨팅과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의 수업에서는 교사가 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

를 활용하는 기능이나 지식을 직접 전달하지 않는다(Scheer et al.,

2012). 다만 학생이 직접 메이킹 활동을 하면서 상황과 맥락에 맞게 코

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 활용에 대한 지식을 구성한다(Hill, 1998). 이러

한 특징을 정리해서 피지컬컴퓨팅 및 코딩도구의 구성적인 활용이라는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Kolb(2014)의 반성적 사고를 통해 구성한 지식을 다시 문제

상황에 적용한다는 요소가 메이킹 활동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메이킹 활동에서 한 번 완성된 지식이나 산출물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경험주의의 관점은 디자인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반복적

인 설계과정에서 드러난다(Kimbell, 2011; Scheer et al., 2012). 이때 활

동이 반복될 때마다 문제의 복잡성도 함께 향상시킴으로써, 역량의 지속

적인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van Merriënboer et al, 2002). 이를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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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메이킹 과정의 발전적인 반복이라는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험주의 관점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메이킹의 관점을

적용해서, 실제적인 문제 중심의 활동, 코딩 및 피지컬컴퓨팅 도구의 구

성적 활용, 반성적인 사고의 촉진, 그리고 메이킹 과정의 발전적인 반복

이라는 네 가지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1) 실제적인 문제 중심의 활동

앞서 언급하였듯이 급격하게 변하는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Resnick, 2008). 이를 위해서

교과중심의 학교 수업이 실제적인 문제 중심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중심의 수업은, 실제적인 맥락을 분해하

고 구조화한 지식의 형태로 나눠놓은 것이다(Wagner, 2008). 이러한 지

식은 정해진 정답이 있기에 평가하기 쉬우며, 이미 학습해야 할 지식을

정해 놓았기에 학생 스스로 발견하기보다는 해당 지식을 교사가 가르치

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각 분절된 지식이 순차적으로

합쳐지면 복잡한 실제생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Scheer et al., 2012).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는 교과지식과 그 형태가 다르다. 실제적인 문제

는 정해진 답이 없으며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결안이 나올 수 있다(Hill,

1998). 이는 실제적인 문제가 하나의 답이 나오도록 구조화된 문제가 아

니라, 일상의 수많은 상황맥락이 결합된 비구조화된 형태의 문제이기 때

문이다(Jonassen, 2013). 상황맥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수많은

답이 나올 수 있으며, 정답은 없지만 더 창의적이고 좋은 해결책과 그렇

지 않은 해결책이 존재한다(Hill, 1998). 즉 문제와 결합된 상황맥락에 따

라 문제해결방법과 해결안의 질이 달라지기에, 지식을 주어진 상황과 어

떻게 관련지을지가 중요하다(Dewey, 2008; Scheer et al., 2012). 하지만

교과서의 구조화된 지식은 실제 삶과의 연결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기에,

21세기에 학생들이 마주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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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er et al., 2012). 이러한 총체적인 능력은 학생들이 직접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Voorhees & Voorhees, 2017). 따

라서 21세기 핵심역량을 위한 교육은 교과중심의 분절된 지식 중심이 아

니라,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문제 중심으로 학습이 일어나야 한다(Scheer

et al., 2012).

창의적 디지털 역량은 실제적인 문제를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창의적

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역량은 디지털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으로 21세기에 필요한 핵심역량 중 하

나라 할 수 있다(Martin & Grudziecki, 2006). 즉 창의적 디지털 역량의

향상을 위해서는 구조화된 지식학습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를 중심으

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2) 피지컬컴퓨팅 및 코딩도구의 구성적인 활용

창의적 디지털 역량은 복잡하고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창의적인

해결책과 아이디어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이는 실제적인 문제를 이해하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

고 발전시키는 디자인 사고과정이 추구하는 능력과 유사하다(Scheer et

al., 2012). 그리고 이는 더 큰 틀에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 역량의 성장

을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험주의의 관점과 유사하다(Kolb, 2014; Scheer

et al., 2012). 그런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조작하기 위해서는 아

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 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이다(Przybylla & Romeike, 2014). 코딩은

머리로만 했던 생각을 실제로 디지털세계에 구현해보고 조작할 수 있도

록 해준다. 나아가 피지컬컴퓨팅은 디지털세계에서만 조작 가능했던 아

이디어를 실제 세상에 구현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Przybylla &

Romeike, 2014; Sullivan & Igoe, 2014). 즉 코딩과 피지컬컴퓨딩을 활용

한 메이킹 활동이 경험주의자들이 디자인 사고과정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창의적 디지털 역량을 실제로 구현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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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해서는 피지컬컴퓨팅 및 코딩도구를 실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메이킹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이는 이전 1980

년대에 행해졌던 기능 중심의 주입식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과는 구별

되는 방법이다(Kafai & Burke, 2013).

여기서 피지컬컴퓨팅 도구란 피지컬한 실제 세계와 컴퓨터의 가상세계

를 연결하는 도구이다(Sullivan & Igoe, 2014). 구체적으로 빛, 소리와 같

은 외부 환경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시켜주는 다양한 센서기기, 컴퓨터

에서 프로그래밍한 것을 LED불빛으로 나타내주는 방식의 구동장치, 컴

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실내 환경을 제어하는 제어장치 등 지속적으로 환

경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모두 피지컬컴퓨팅

도구에 해당한다(Przybylla & Romeike, 2014).

여러 종류의 피지컬컴퓨팅 도구 중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피지컬컴퓨팅 도구 중 하나는 아두이노다. 아두이노는 누구나 컴퓨터로

코딩을 해서 스위치, 센서, 와이파이가 가능한 구체물을 만들 수 있는 도

구이다(Tiwari, 2016; Barrett, 2010). 즉 아두이노에 프로그래밍한 후, 이

를 실제 사물과 결합하면,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가능한 사물이 구현된다

(Tiwari, 2016).

두 번째로 레고로봇이 있다. 레고로봇은 물체의 조립을 통한 하드웨어

의 조작과 코딩을 통한 소프트웨어 조작이 모두 가능한 피지컬컴퓨팅 도

구이다. 학생들이 레고를 조립하여 로봇 형태를 만들고, 코딩을 통해 움

직임을 입력하면, 학생이 조립한 산출물이 코딩에 따라 움직인다(Prato,

2017).

셋째로 메이키메이키가 있다. 메이키메이키는 일종의 입력장치로, 메이

키메이키의 특정 위치에 전선을 연결한 후 전기신호를 주면, 연결된 부

분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던 명령어가 컴퓨터에 입력된다. 예를 들어 메

이키메이키에서 키보드 자판 중 하나인 스페이스키가 프로그래밍 되어있

는 부분에 집게전선을 연결한 후 반대쪽 집게전선을 손으로 누르면, 컴

퓨터에는 키보드 스페이스키가 눌린 것으로 인식한다. 이처럼 메이키메

이키는 각 부분마다 어떤 명령어를 컴퓨터에 입력할지 프로그래밍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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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는 도구이기에, 사용자가 전자 제품에 따로 프로그래밍을 입힐 필요

가 없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수준의 초보적인 학생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입력된 키에 어떤 명령을 코딩하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수준의 아이디어 구현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Collective, & Shaw, 2012) 이밖에 대쉬로봇, 오조봇 등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피지컬컴퓨팅 도구가 존재한다(Prato, 2017). 본 연구에

서는 어느 정도 다양한 아이디어의 구현이 가능하며, 동시에 어린 학생

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이키메이키를 현장 적용을 위한 도구로 삼

았다.

[그림 Ⅱ-1] 아두이노(Tiwari,

2016)

[그림 Ⅱ-2] 메이키메이키

(Rogers et al., 2014)

그리고 피지컬컴퓨팅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코

딩을 통한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Przybylla & Romeike, 2014). 코딩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피지컬컴퓨팅을 통해 실제세계에 구현되기 전에, 디

지털세계에 먼저 구현해볼 수 있도록 한다(Kafai et al,, 2014). 그런데

지금까지는 코딩교육이 언어학습을 통한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외

워야할 코딩 언어가 많기에, 교육 방식도 문제해결을 위한 만들기보다는

체계적인 언어학습과 기능연습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Kafai &

Burke 2013). 이처럼 도구가 너무 어려우면, 도구를 활용하여 산출물을

만들기 보다는 도구 자체의 기능을 배우는 데 집중하게 된다(Kafai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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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4). 하지만 블록코딩 도구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

다.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그리고 일반 학생들도 코딩이 가능해졌으며,

언어 자체의 기능학습보다는 만들기 자체에 집중한 학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Resnick et al., 2009).

대표적으로 스크래치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코딩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

는 블록코딩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코딩언어가 쓰임새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블록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어려운 개념학습보다는

처음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산에 집중할 수 있다. 이처럼 스크래치는

쉬운 접근성 덕분에 초보자가 활용하기 적합하다. 나아가 코딩블록의 조

합에 따라 전문적인 수준의 프로그래밍도 가능하다(Resnick et al.,

2009).

이와 같은 불록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의 특성이 학생들의 실제적인

역량향상에 도움을 준다.

3) 반성적 사고의 촉진

역량은 학생들이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학생들

은 실제적인 경험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킨다. 이러

한 통찰은 학생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한

다. 즉 경험에 따라 개개인의 통찰의 종류가 다르며, 통찰을 통해 만들어

진 역량도 다르다(Dewey, 2008; Voorhees & Voorhees, 2017).

이처럼 실제적인 경험을 역량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통찰이며, 이

러한 통찰이 곧 반성적 사고이다(Scheer et al., 2012). 반성적 사고는 학

생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지에 통합시키

는 과정에서 일어난다(Dewey, 2008; Kolb 2014).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새

로운 경험을 자신의 기존 지식구조와 비교한다. 이때 자신의 경험이 기존

지식구조에 통합될 수 없는 새로운 면이 있을 경우, 학생은 자신의 기존

지식구조를 변화시켜서 이를 통합한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지식구조는

새로운 세상에 적용되며, 다시 새로운 경험을 만났을 경우 기존의 지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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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지식을 통합한다. 이러한 반복된 과정을 통한 지

식구조의 변화가 곧 역량의 성장을 이끈다(Scheer et al., 2012).

즉 반성적 사고는 자신의 새로운 경험을 되돌아보고, 기존의 지식 구

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통찰 과정으로서, 새로운 현상과 기존의

지식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Scheer et al., 2012). 구성주의

에서 학습은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Dewey, 2008; Kolb 2014), 이 관점에서 환경과 개인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반성적 사고과정은 학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반성적 사고 활동으로 자신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성찰활동이

있다. 보통 성찰일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성찰활동이 이루어진다

(Spalding, Wilson, & Mewborn, 2002). 성찰은 자신이 이제까지 해왔던

활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왜 이 활동을 했는지, 자신의 행동

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

의 활동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고, 보완하거나 발전시킬 방안을 찾

는다. 결론적으로 이전보다 창의적인 산출물을 제작하도록 촉진하는 것

이다(Simpson & Courtney, 2007).

창의적 디지털 역량도 디자인 경험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성장하

는 능력이다. 따라서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해 디자인 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를 돕는 성찰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출물을 제작한

후, 자신의 활동과정을 돌아본 후 무엇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

지, 활동 중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더 나은 형

태로 자신의 산출물을 수정한다면 어떤 모습일지에 관한 성찰일지를 적

어볼 수 있다(Brennan & Resnick, 2012).

4) 메이킹 과정의 발전적인 반복

메이킹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창의적인 디지털 역

량은 산출물의 질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Besemer, 1998; Basemer &

Treffinger, 1981; O’Quin & Besemer, 1989; Tschimmel, 2012; Wo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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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따라서 여러 번의 반복적인 수정을 통해서 산출물의 질을 발전시

켜야 하며, 이를 통해 창의적 디지털 역량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기반이 되는 경험주의 학습원리를 구

현하기 위해 반복적인 메이킹 과정이 필요하다(Scheer et al., 2012). 경

험주의 학습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기 때

문이다(Dewey, 2008; Kolb 2014). 즉 지식은 변하지 않더라도 환경은 꾸

준히 변화하기 때문에, 한 번 학습이 되었다고 해서 역량이 완성된 것이

아니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Kolb, 2014).

이때 단순히 같은 문제에서 산출물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실제적인 문제의 맥락이나 조건에 대한 변화를 주

어야 한다(Scheer et al., 2012). 학생들은 새로운 상황에 접했을 때 새로

운 통찰을 하게 되며, 이것이 역량의 성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Scheer et al., 2012; van Merriënboer et al, 2002). 이때 새로운 상황의

복잡성을 보다 심화하는 방향으로 실제적인 문제에 변화를 줄 수 있다

(van Merriënboer et al, 2002). 문제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 필요하며, 학생들은 이를

스캐폴딩과 함께 해결하면서, 지속적인 역량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다(Vygotsky, 1986).

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 촉진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 촉진이라는 범주에서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

리를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산출물의 디자인 과정

을 통해 발현된다(Besemer, 1998; Basemer & Treffinger, 1981; O’Quin

& Besemer, 1989; Tschimmel, 2012; Woody, 1999). 구체적으로 학생들

이 산출물 제작을 위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이를 재구성하고 평가

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현된다(Metz & Albernhe-Giordan,

2010). 즉 디자인 사고과정에 따라 산출물을 제작했을 때 창의적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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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형성이 촉진될 수 있다(Cook & Bush, 2018; Rauth et al., 2010).

이러한 배경에서 디자인 사고과정에 기반을 둔 수업절차의 구성이라는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산출물과는 별도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자체를 촉진시키는 방

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디자인 과정에서의 협력이다.

협력은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러한 기회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을 촉진한

다(Scheer et al., 2012). 먼저 코딩 및 피지컬컴퓨팅 환경에서는, 다른 사

람의 작품을 수정해서 리믹스(Remix)하는 형태의 협력을 강조한다

(Kafai & Burke, 2013; Kafai et al.,2014). 리믹스란 다른 학생이 제작한

산출물의 코딩을 수정하여 자신의 작품으로 발전시키는 활동이다. 이러

한 형태의 협력은 끊임없이 기존의 아이디어가 변화하고 발전하도록 유

도한다(Kafai & Burke, 2013). 그리고 디자인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해보는 형태의 협력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색

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교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Goldschmidt &

Tatsa, 2005; Mentzer et al., 2015).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해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얻는 과정은, 자신의 아이디어

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확인함으로써, 학생들이 창의적인 자아효능

감을 형성하도록 한다(Carroll et al., 2010).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공유

와 리믹스를 통한 아이디어 형성이라는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나아가 아이디어의 발산과 수렴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적용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Isaksen, Dorval, &

Treffinger, 2000).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형성해보고, 이 아이디어를

평가해보고, 이 중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해보는 과정이 질 높은 아

이디어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다(Elsbach, & Hargadon, 2006). 이러한 관

점에서 추가적으로 아이디어 형성 촉진을 위한 활동 제공을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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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사고과정에 기반을 둔 수업절차의 구성

창조적인 디자인을 위해서는 아이디어의 형성과 재구성, 창조적인 해

결책 탐색, 그리고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해결책을 평가하는 3단계의 활

동이 필요하다(Metz & Albernhe-Giordan, 2010). 이러한 디자인 과정에

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디자인 사고과정을 활용

할 수 있다(Owen, 2006).

디자인 사고과정은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방식을 외현화한 모델이다

(Kimbell, 2011). 디자인 사고과정은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창의적으

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상황에서 상충하는 조건들의 우선순위를 고려

하고, 다른 사람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실제 전문적인 디자

이너의 기술과 유사한 과정을 제공한다(Cook & Bush, 2018). 학생들은

이를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다시 생각해 보고, 결국에는

직접 문제를 해결해보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Rauth et al., 2010).

이러한 디자인 사고과정은 창의적 디지털 역량의 기반인 경험학습이

추구하는 이상을 학교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안내하는 역할을 한

다(Scheer et al., 2012). 디자인 사고과정이 실제적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제공하기 때문이다(Carroll et al., 2010;

Przybylla & Romeike, 2014; Scheer et al., 2012). 나아가 블록코딩도구

와 피지컬컴퓨팅 도구를 통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의 콘텐츠 생산

이 가능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테크놀로지 활용 학습에

디자인 사고과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Przybylla & Romeike, 2014).

기술의 발달 덕분에 학생들이 기존에 개발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직접 자신이 속한 맥락에 맞게 콘텐츠를 만드는 활동

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Hayes & Games, 2008). 예를 들어,

Kafai(2006)는 게임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때 주입식 방법과 구성주의

적 방법을 구분한다. 주입식 방법은 시중에 있는 게임, 혹은 이미 만들어

진 교육용 게임을 학습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다. 구성주의적 방법

은 코딩과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어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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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게임 디자인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보고, 동

시에 테크놀로지의 활용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즉 창의적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 디자인 사고

과정이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Hayes & Games,

2008). 이를 통해 학생들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지식생산방법과 상황맥

락을 고려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학생들이

미래 지식사회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된다(Burdick & Willis, 2011).

이러한 디자인 사고과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는 여러 가

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Plattner(2010)가 제시한 모델을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로 Plattner(2010)의 모델이 문제에 대한 공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디자인 사고과정은 산출물을 통해 다른 사람의 요

구를 만족시키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진 활

동이다(Cook & Bush 2018). 즉 실제적인 문제 상황에 숨어있는 이해관

계자들의 요구와 이들이 처한 사회의 상황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 문제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안내하는 활동이 문제 상황에 대한

공감이다. 문제 상황에 대한 공감은 문제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내적, 외

적인 요구와 이들이 처한 상황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을 충분히 찾아보는 활동이다(Cook & Bush, 2018;

Scheer et al., 2012). Plattner(2010)는 디자인 사고과정에 문제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단계를 포함함으로써,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는 디자

인 사고과정의 정신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둘째로 Plattner(2010)의 모델이 실제 현장에 활용된 이력이 있

기에 이 모델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본 모델은 실제 스탠포드 D

school에서 활용된 사례가 있으며, 실제 초등학교에도 본 모델을 적용해

서 학생들의 활동과정과 산출물을 분석한 사례가 있는 모델이다(Cook &

Bush, 2018). 즉 이 모델은 디자인 사고과정의 기본 정신이 반영되어있

고, 더불어 실제 초등학교의 교육현장에 적용해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가 있는 디자인 사고과정이기에, 본 연구에서 이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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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적용하

기 위한 하나의 예시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Plattner(2010)의 디자인 사고과정은 공감(Empathize), 문제 정

의(Define), 아이디어 생성(Ideate), 프로토타입(Prototype), 평가(Test)라

는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공감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심

도 있게 경험한다. 구체적으로 문제 상황과 스토리를 통해 등장인물들이

느낄법한 생각을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활동을 한다.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를 명확히

한다.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는 산출물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만든

다.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간단한 산출물의 형태로 만들어

본다. 이때 이 산출물을 활용할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평가 단

계에서는 직접 프로토타입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고, 평가해본다. 평가

단계에서 동료평가를 통해 동료들의 산출물과 자신의 산출물을 비교해볼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 사고과정의 절차를 아래 [그림 Ⅱ-3]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2) 공유와 리믹스를 통한 아이디어 형성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협력은 기본적으로 리믹스 활동과 아

이디어 및 산출물의 공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리믹스 기능이 학생들의 협력을 유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

성에 영향을 준다(Kafai et al., 2014). 스크래치와 엔트리와 같은 블록코

[그림 Ⅱ-3] 디자인 사고과정(Hasso Plattner Institute of Design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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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도구는 학생들의 협력적인 아이디어 형성을 위한 리믹스 기능을 제공

한다. 코딩에서 리믹스란 기존 프로그래밍 산출물에 사용된 코드를 수정

하거나 새로운 몇 가지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산출물을 만드는 것

이다. 이는 스크래치나 엔트리와 같은 블록코딩 프로그램이 각 사용자가

만든 산출물의 코드를 모두 웹상에 공개하고 누구나 수정이 가능하도록

열어두었기에 가능하다(Resnick et al., 2009). 이러한 리믹스는 창의적 디지

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협

력을 보여준다.

리믹스는 동일한 작품을 리믹스한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한

다. 스크래치에서는 리믹스 된 작품들을 연결한 리믹스 트리를 제공한다.

리믹스 트리란 동일 작품을 리믹스한 다른 작품들을 위계적으로 연결해

서 배열해놓은 것이다. 작품이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만든 사용자

들의 연결도 함께 이루어진다. 산출물을 통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원 작품과 리믹스된 작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누가

무엇을 바꿨는지 그 차이와 작품의 변화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Kafai et

al., 2014). 이러한 공동체 형성은 자신들이 웹상에서 각자 만든 작품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교환하고, 지속적으로 작품을 리믹스하여 원 작품

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리믹스를 통한 공동체 형성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 초보자들은 장기간 코딩에 대한 기능을 익힐 필요 없

이, 다른 사람의 작품에 활용된 코딩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무언가를 개

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초보자들도 처음부터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드

는데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Resnick et al., 2009). 보다 코딩에 능숙한

사람도, 자신과는 다른 관점을 가진 아이디어를 확인하여 자신의 아이디

어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리믹스를 통한 공동

체는 학습자들의 아이디어 형성을 돕는 협력을 이끌어낸다(Scheer et

al., 2012).

리믹스뿐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나 산출물을 공유하고 평가하는 과정

도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 촉진을 형성한다. 디자인 사고과정의 Id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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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일종의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활동으로 팀별 아이디어를 공

유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Test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산출

물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이 이루어진다(Scheer et al.,

2012). 이 두 과정 모두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과는 다른 다양한 아이디

어를 경험하도록 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아이디어에 대한 직면은 학생

들의 인지에 변화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을 촉진한다(Hill, 1998; Rauth et al., 2010; Scheer et al., 2012).

이처럼 리믹스와 아이디어 및 산출물의 공유활동이 디자인 활동에서

학생들의 협력을 유발한다. 그리고 디자인 과정에서의 협력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을 촉진한다(Carroll et al., 2010).

3) 아이디어 형성 촉진을 위한 활동 제공

Isaksen 등(2000)에 따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발산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생각을 도출하고, 수렴적 사고를 통해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추리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활동이 창의적

문제해결 활동(Creative Problem Solving)이다(임철일, 김성욱, 한형종, 서

승일, 2014). 창의적 문제해결 활동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

이디어 형성을 목표로 한다. 먼저 아이디어 형성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브레인스

토밍 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Parnes & Meadow, 1959). 브레인스토밍은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활동이다. 학생들은 저마다 문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며, 대부분의 아이디어를 수용적인 태도로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기록한다. 브레인스토밍은 최대한 많은 아이디

어를 내야 하는 활동이기에 팀별로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Scheer

et al., 2012). 그리고 아이디어를 평가해서 가장 적절한 아이디어를 선택

한다. 이때 PMI(Plus Minus Interesting)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PMI기

법이란 각각의 아이디어의 장점, 제한점, 흥미로운 점이 무엇인지 찾아보

는 것이다. 이때 찾은 요소는 각각의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중요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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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를 선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Ahmed & Omotunde,

2012). 이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 발산 및 수렴을 위한 모형, 전략, 도

구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임철

일, 홍미영, 박태정, 2011; 임철일 등, 2014).

이밖에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이 정교한 아이디어 형성

에 도움을 줄 수 있다(Tschimmel, 2012). 보통 아이디어의 시각적인 표

현 활동은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이디어의 스케치는 머

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 머릿속에서 떠오른 아

이디어를 조작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전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이후에 떠오른 아이디어에 의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 스

케치는 이러한 아이디어의 망각을 막는다. 이를 통해 이전에 떠오른 아

이디어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식의 정교화가 가능하다(Cross, 2011). 또

한 아이디어 스케치는 정신적이고 개념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산출물

의 형태로 표현한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의 평가와 수정 및 보완이 가능

해진다(Tschimmel, 2012).

이처럼 아이디어의 발산 및 수렴을 위한 활동과 아이디어를 시각적으

로 표현해보는 스케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아이디어 형성을 지원할 수

있다.

다. 학생 활동의 적응적인 지원

학생들의 서로 다른 요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교수법을 적응적 교수

법이라 부른다(Como & Snow, 1986). 이는 개별화 교수법과는 의미가 조

금 다르다. 개별화 교수법은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하기 보다는, 교사가 판

단한 수준에 따라 학생마다 서로 다른 교수법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 적응적 교수법은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유연하게 학습자원을 제공한

다는데 초점이 있다. 즉 개별화 교수법에 비해 적응적 교수법은 학습자들

의 요구에 대한 처치를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적응적 교수법은 학습자의

시연과정이나 산출물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수준을 진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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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습자에 맞는 유형별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Paramythis & Loidl-Reisinger, 2002; Park & Lee, 2003).

한편 창의적 디지털 역량은 경험주의 기반의 창의적인 메이킹 활동을 통

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 디지털 역량은 학생들의 서로 다른 경험

적 배경으로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개인차가 존재한다(Dewey, 2008;

Voorhees & Voorhees, 2017). 4C/ID모델은 학습자들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차를 적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

한다. 그래서 경험주의 기반의 메이킹 활동을 강조하는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에서의 개인차를 지원하기 위한 원리로 적

합하다(van Merriënboer et al, 2002).

van Merriënboer 등(2002)은 4C/ID모델을 통해 실제적인 문제해결 경

험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서로 다른 수준을 지원하는 4가지 방법을 아

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로 문제의 복잡성을 학생 수준에 맞게 조절한다. Vygotsky(1986)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신의 근접발달영역(ZPD)의 문제를 적절한 스캐폴딩을 받

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역량향상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역량에는 개인차가 존

재하기에, 이에 대응하는 학생들의 근접발달영역(ZPD)이 다르다. 즉 학생들

에게 제공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스캐폴딩도 학생의 역량 수준에 따라 달라

져야 한다. 이에 따라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의 양과 기능의 난이도를 학

생 수준에 따라 다르게 하여 문제 자체의 복잡성을 조절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추가적인 힌트를 학생 수준에 맞게 다르게 제공할

수 있다(van Merriënboer et al, 2002).

둘째로 새로운 경험을 기존 지식과 통합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Ausubel (1960)에 따르면 유의미한 학습을 위해서는 학생이 새로운 과제

를 자신의 인지에 포섭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행조직자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van Merriënboer 등(2002)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역량 수준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자신의 지식구조에 통합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경험을 각

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명료하게 요약하거나, 추가적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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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덧붙이는 등의 인지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지식과 새

로운 지식의 관계를 보여주는 개념모델을 제시해서, 학생들이 새로운 경

험을 자신의 스키마에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로 학생의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적시에 지원한다. 보통

적응적 학습 관련 연구들은 학생들의 수행상황을 그때그때 파악하여 이

에 맞는 도움을 탄력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Como & Snow,

1986; Paramythis & Loidl-Reisinger, 2002; Park & Lee, 2003). 이를 위

해 van Merriënboer 등(2002)은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도중에 필요한 지

원을 적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각 활동 단계를 수행할 때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이 특정 단계의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지식을 활동 전이나 활동 중간에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로 문제 상황에

맞는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과 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한 사례를 제

공하는 것이다. 셋째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이 각 활동과정에서 오류가 있는지,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정보를 그때그때 제공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본 활동과는 별도의 부분연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부족한

지식과 기능을 보완한다. 이는 수준별 학습활동과 비슷하다. 수준별 학습

활동은 보통 교실 안에서 학생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활동을 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진다(Rock, Gregg, Ellis, & Gable, 2008). van Merriënboer

등(2002)은 이러한 원리를 일부 반영해서, 수업 중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학생 수준별로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능학습을 위한 수준별 부분과제를

수행할 것을 주장한다.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부족

하다고 판단되었거나, 역량향상을 위해 특히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

능이나 지식을 별도로 학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미 실

제적인 문제를 통해 기능과 지식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실제

문제의 맥락을 생각하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힐 수 있다. 이러한 활

동은 학생들이 보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을 갖출 수 있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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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네 가지 적응적 지원방법을 정리해보면, 학생의 수준을 먼저

파악한 후 미리 준비한 지원방법을 제공하는 형태와 예측할 수 없는 학

생의 문제를 그때그때 지원하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역량 수

준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 그리고 학습환경과 상황맥락에 따른 지원이라

는 두 가지 원리로 발전시킬 수 있다.

1) 역량 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

역량 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은 학생들의 수준을 미리 파악한 후,

이에 맞는 미리 준비된 활동이나 스캐폴딩을 제공하는 적응적 수업 방법

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디지털 역량 수준을 진

단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역량은 산출물을 통해 드러난다

(Besemer, 1998; Basemer & Treffinger, 1981; O’Quin & Besemer,

1989; Tschimmel, 2012; Woody, 1999). 따라서 산출물의 수준을 통해 역

량 수준을 구분할 수 있다. Carretero 등(2017)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생 산출물 수준을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 역량 수준

진단도구를 개발했다. 학생들의 수준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총 3수준으

로 분류가 되며, 마지막 4단계는 수준 3의 학생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수준의 목표로 활용한다.

학생들의 역량 수준 진단이 완료되면, 이에 따라 역량 수준에 따른 서

로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먼저 문제 수준을 수준별로 다르게 제시할

수 있다. 수준 1의 학생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

례를 제시한다. 수준 2의 학생에게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보다 간단한 정

보를 제공한다. 수준 3의 학생에게는 스캐폴딩을 제공하지 않거나, 문제

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추가적인 제약조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학생의 근접발달영역(ZPD)에 맞는 스캐폴딩을 제공하여 모든 수준의

학습자들이 역량 수준의 향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생의 수준에 따라 제공하는 활동의 종류도 달라진다.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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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riënboer 등(2002)은 학생들에게 수준별로 다른 부분활동을 제공할

것을 주장한다. 부분활동 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이나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힐 때에도 학생들의 수준별로 다른 과제를 제공함으로써 각 학

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범위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이때 각 수준별로 다르게 제공할 활동을 선정하기 위해 디지털 텍사노

미를 참고할 수 있다(Churches, 2008; Kafai et al., 2014; Krathwohl,

2002; Munzenmaier & Rubin, 2013). 디지털 텍사노미에서는 활동의 위

계를 기억,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조로 구분한다. 즉 기억이 가장 단

순한 활동이며, 창조가 가장 복잡한 활동이다. 이를 참고하여 수준이 낮

은 학생에게는 디지털 텍사노미의 위계에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수준의

활동을, 수준이 높은 학생에게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수준의 활동을 제공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준 1의 학생에게는 코딩과 피지컬컴퓨팅을 활

용한 완성된 산출물을 제공한 후, 해당 산출물에 활용된 코딩 구성이나

메이키메이키 연결 방법을 살펴보고 기억하거나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수준 2의 학생에게는 완성된 산출물을 분석해서 자신의 의도에 맞게 변

형해보는 리믹스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수준 3의 학생에게는 주어진

도구를 활용해서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그들끼리 동질집단으로 모여 학습하는 것

이 역량향상에 도움이 되기에(Adams-Byers, Whitsell, & Moon, 2004),

수준 3의 학생들끼리 그룹을 지어 협력적으로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보

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역량 수준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서로 다른 지원도구

나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데에 도

움이 될 수 있다.

2) 학습환경과 상황맥락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

van Merriënboer 등(2002)은 학생들이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

한 도움을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학습이 이루어지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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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학생들은 활동 중간에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문제를 읽는 과정에서 어휘가 너무 어렵거나, 문제 상황맥락이 너무 복잡

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선행지식이 부족해서

문제해결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

에게 필요한 정보를 교사가 피드백 형태로 제공해줄 수 있다.

학생들은 또한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절차를 모를 수 있다. 이때

자신과 다른 학생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사례를 교

사가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중간에 학생들이 현

재 진행하는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모두 학생들이 처한 문제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무엇인지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교사의 피드백 역량이

요구되는 활동이다(Stone et al., 2003).

또한 교사가 판단하기 전에 학생들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

다(Kangas et al., 2013; van Merriënboer et al, 2002). 이때 교사가 직접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한 명의 교사가 여

러 학생을 가르치는 교실 환경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

하기 어렵다(VanTassel-Baska, & Stambaugh, 2005). 이러한 인력 문제

는 교사 외의 별도의 전문가를 수업에 투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Kangas et al., 2013).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추가적인 교수 인력 투

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언제

든 원할 때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Oinas,

Vainikainen, & Hotulainen, 2018).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이 더 발전하면

학생들의 어려움을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석해서 적절한 처치를 해

줄 로봇을 교실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Verdú, Regueras, Gal, de Castro,

Verdú, & Kohen-Vacs, 2017).

이처럼 교사 본인의 역량향상과 교사의 역량을 보완해줄 테크놀로지를

통해 학생의 학습환경과 상황맥락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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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한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1차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위와 같은 과정의 선행문헌 고찰 과정을 통해서 도출한 1차 창의적 디

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은 아래 <표 Ⅱ

-2>와 같다.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수정한 2차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부록에 첨부하였으며, 최종 디자인 수업설계원리는 Ⅳ. 연구결과에 제시

하였다.

우선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이 추구해야 할 세

가지 방향은 경험주의 원리에 기반을 둔 메이킹,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

성 촉진, 학생활동의 적응적인 지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래 9가지 디

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이 3가지 지향점과 관련된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되었다.

첫째로 경험주의 원리에 기반을 둔 메이킹 활동이라는 범주에는 1. 실

제적인 문제 중심의 활동, 2. 피지컬컴퓨팅 및 코딩도구의 구성적인 활

용, 3. 반성적인 사고의 촉진, 4. 메이킹 과정의 발전적인 반복이라는 원

리가 속한다. 실제적인 문제는 실제 일어날 법한 상황 맥락이 함께 있는

문제를 의미한다(Mentzer, Becker, & Sutton, 2015). 그리고 도구의 구성

적인 활용이란 피지컬컴퓨팅과 코딩 도구를 실제 디자인 활동에서 활용

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단순한 기능연습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

(Kafai & Burke, 2013). 반성적인 사고는 학생이 자신의 활동을 성찰하

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Dewy, 2008; Kolb, 2014; Scheer, Noweski,

& Meinel, 2012). 그리고 메이킹 과정의 발전적인 반복은 이미 완성된

산출물을 보다 복잡한 또 다른 문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수정해보는

것을 의미한다(Kimbell, 2011; Scheer et al., 2012). 이러한 실제적인 메

이킹 경험과 반성적인 성찰, 그리고 반복적이고 발전적인 반복의 원리를

통해 학생의 자연스러운 역량 성장을 의도하였다.

둘째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 촉진이라는 범주에는 5. 디자인 사고

과정에 기반을 둔 수업 절차의 구성, 6. 공유와 리믹스를 통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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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7. 아이디어 형성 촉진을 위한 활동 제공이라는 원리가 속한다. 디

자인 사고는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실제 디자인을 할 때의 사고과정을 외

현화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학생들의 창

의적 디자인 활동을 지원하는 안내 역할을 한다(Cook & Bush, 2018;

Rauth, Köppen, Jobst, & Meinel, 2010).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

어와 산출물을 다른 학생과 공유해볼 수 있다(McCafferty & Beaudry,

2017).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산출물을 수정하여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리믹스라고 한다(Kafai & Burke, 2013; Kafai, Burke, & Resnick,

2014). 이 활동은 모두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접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아이디어 형성 촉진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학생들

은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이를 평가하는 아이디어 수렴활동을 통해 질

높은 아이디어를 형성할 수 있다(임철일 등, 2014; Treffinger, Isaksen, &

Dorval, 2000).

셋째로 학생 활동의 적응적인 지원이라는 범주에는 8. 역량 수준에 따

른 차별적인 지원, 9. 학습환경과 상황맥락에 따른 지원이라는 원리가 속

한다. 역량 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이란, 학생들의 역량수준을 분류한

후,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수준에

따라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스캐폴딩을 제공하거나, 활동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학습환경과 상황맥락에 따른 지원이란,

미리 준비한 활동이나 스캐폴딩이 아닌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지원

을 그때그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표 Ⅱ-2>에 정리하였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최종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인 <표 Ⅳ-1>과 함께 Ⅳ. 연구결과에 제시하였다.



- 44 -

범주 원리 및 상세지침

경 험 주의

원리에 기

반을 둔 메

이킹

1. 실제적인 문제 중심의 활동
1.1 상황맥락이 있는 문제를 제시하라(Mentzer, Becker, & Sutton,
2015).

1.2 다양한해결안이나올수있는열린문제를제시하라(Hill, 1998).
1.3 문제 상황의 공감적인 이해를 위한 활동을 제공하라(Cook & Bush,
2018).

1.4 학생들이주어진문제를명확히정의하도록안내하라(Rauth, Köppen,
Jobst, & Meinel, 2010).

2. 피지컬컴퓨팅 및 코딩도구의 구성적인 활용
2.1 도구 자체에 대한 개념적 이해보다는, 산출물 제작을 위한 활용에 초
점을두어수업을구성하라(Kafai & Burke, 2013).

2.2 목표한 대상이 장기간 학습이 필요한 도구보다는 바로 메이킹활동을
시작할수있는도구를활용하라(Resnick 등, 2009).

2.3 피지컬컴퓨팅도구의 사용편의성을 고려하라(Lee, Kafai, Vasudevan,
& Davis, 2014).

2.4 구현가능한 산출물의 유형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라(Vasudevan,
Kafai, Lee, & Davis, 2013).

3. 반성적인 사고의 촉진
3.1 자신의활동을스스로점검해보는활동을제공하라(Scheer, Noweski,
& Meinel, 2012).

3.2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의 활동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라
(Carroll, Goldman, Britos, Koh, Royalty, & Hornstein, 2010).

4. 메이킹 과정의 발전적인 반복
4.1 아이디어를수정해서산출물을다시제작하는디자인활동의반복적인
과정을반영하라(Kimbell, 2011; Scheer et al., 2012).

4.2 디자인활동이반복될수록문제의복잡성을심화하라(Rauth et al., 2010;
Van Merriënboer, Clark & De Croock, 2002).

창 의 적인

아 이 디어

형성 촉진

5. 디자인 사고과정에 기반을 둔 수업절차의 구성
5.1 문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그리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된
디자인 사고과정의 절차를 활용하라(Cook & Bush, 2018; Rauth,
Köppen, Jobst, & Meinel, 2010).

5.2 문제에대한충분한탐색과아이디어생성및공유과정에집중할수있
도록수업절차를구성하라(Metz & Albernhe-Giordan, 2010).

6. 공유와 리믹스를 통한 아이디어 형성
6.1 그룹별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McCafferty & Beaudry, 2017).

<표 Ⅱ-2>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1차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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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완성된산출물을더발전시키기위해서, 학생들이자신의산출물을공유
하고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Goldschmidt Tatsa,
2005; Mentzer, Becker, & Sutton, 2015).

6.3 다른사람의결과물을리믹스하여발전시키도록안내를제공하라(Kafai
& Burke, 2013; Kafai, Burke, & Resnick, 2014).

7. 아이디어 형성 촉진을 위한 활동 제공
7.1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도록 안내하라(Kangas,
Seitamaa-Hakkarainen, & Hakkarainen, 2013; Tschimmel, 2012).

7.2 다양한 발산적사고와수렴적사고촉진기법을활용하라(임철일 등,
2014; Treffinger, Isaksen, & Dorval, 2000).

학생 활동

의 적응적

인 지원

8. 역량 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
8.1 역량 수준 진단도구를 활용해서 학생 산출물의 수준을 수준 1, 수준 2,
수준 3으로분류하라. 단, 수준 4는실제학생들을분류하기위한수준이
아니라, 수준 3의 학생들이 이상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로 활용하라
(Carretero, Vuorikari & Punie, 2017).

8.2 수준별로 문제의 복잡성을 다르게 하여 제공하라(Van Merriënboer,
Clark & De Croock, 2002,).

8.3 학생들의 역량 수준별로 코딩 및 피지컬컴퓨팅 도구의 활용방법을 디
지털 텍사노미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라(Churches, 2008;
Krathwohl, 2002;; Munzenmaier & Rubin, 2013; Van Merriënboer,
Clark, & De Croock, 2002).

8.4 학생들에게 기본 문제해결과정과는 별도로 수준별 부분활동을 디지털
텍사노미에 따라 제공하라(Churches, 2008; Krathwohl, 2002;; Munzenmaier
&Rubin, 2013; Van Merriënboer, Clark & De Croock, 2002).

9. 학습환경과 상황맥락에 따른 지원
9.1 학생들의 요구나 산출물의 수준에 맞는 인지적인 피드백과 절차적인
피드백을제공하라(van Merriënboer, Clark & De Croock, 2002).

9.2 학생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업환경을 조성하라
(Kangas, Seitamaa-Hakkarainen, & Hakkarainen, 2013; Van
Merriënboer, Clark & De Croock,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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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장교사가 학생들의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

한 디자인 수업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수업 설계원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개발을 위해 기존에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개발에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는 Richey와 Klein(2007)의 설계·개발

연구방법을 참고하였다. 설계·개발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크게 산출물

및 도구연구와 모형연구로 구분된다. 산출물 및 도구연구는 일반적으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산출물이나 도구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 모형연구는 산출물 및 도구연구와 달리 일반적인 수업 모형이나 설

계원리 및 지침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Richey & Klein, 2007).

이 연구는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에서 일반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그래서 이 연구는 개발연구의 두 번째 유형인 모형연구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모형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 중 문헌고찰을 통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개발, 전문가 타당화, 그리고 개발된 원리의 현장 적용을

통한 효과성 및 반응확인의 절차로 연구를 진행한다.

1. 연구 참여자

본 개발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전문가 타당화에 참여한 교육공학 분야

전문가 2명과 현장교사 전문가 2명,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현장적

용과정에 참여한 초등교사 1명과 초등학생 25명이다.

교육공학분야 전문가는 교육공학 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서울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국내 대학에 임용되어 교육공학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교사 전문가는 초등교사 경력이 10

년 이상이면서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타당

도 검토를 실시한 전문가 4명의 프로필은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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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산출물의 현장적용과정에는 경기도 A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와

해당 교사가 맡은 학급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먼저 해당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교육경력이 총 9년으로 교직에 종사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교수학습방법 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다. 따라서 본 디

자인 수업 설계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 제

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본 연구를 진행할 교사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현장 적용을 위해 6학년 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2015년 개정 교

육과정에 따라 2019년도부터 대한민국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시되는 학

년이 6학년이기 때문이다(교육부, 2015). 선정된 학교의 학급 학생은 총

25명이며, 남학생 12명, 여학생 1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25명의 학생은

모두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이 중 1명의 학생은 블록코딩과 메이키

메이키 도구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 추가로 학급 학생 중 5명을 면담 대

상자로 선정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학급 학생의 1차 산출물을 창의적 디

지털 역량 수준 진단도구로 분석한 후, 다양한 역량 수준의 학생이 골고

루 섞이도록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현장 적용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의

프로필이 아래 <표 Ⅲ-2>와 같다.

전문가 소속 직업 경력 최종학력 특이사항
전문가A A 대학교 교수 14년 박사졸업 교육공학전공

전문가B B 대학교 연구교수 9년 박사졸업 교육공학전공

전문가C
부산시

교육청
초등교사 19년 석사졸업

부산 소프트웨어

교육연구회 회장

전문가D

경기도

교육청

(EBS 파견)

초등교사 11년 석사졸업

2019년도 실과교과서

집필(소프트웨어

교육단원)

<표 Ⅲ-1> 전문가 검토를 실시한 전문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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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가. 전체 연구절차

본 연구는 교사가 창의적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자인 수업

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개발하고 내적 타

당성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

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1차 디자인 수

업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창의적 디지털 역량의 정의로부

터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수업이 지향해야 할 세 가지 기본 방

향을 도출하였다. 이 세 가지 기본 방향이 곧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범주가 된다. 이후 각

범주와 관련된 이론 및 선행문헌을 고찰하여 1차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를 도출하였다.

대상 소속 직업 경력 특이사항

교사A

경기도

A초등학교

교사 9년
• 교수학습방법 관련 석사학

위 취득

수업관찰

참여 학생

초등학생 6학년

• 25명의 학생이(남학생 12명,

여학생 13명) 모두 수업관

찰에 동의함

• 1명의 학생은 엔트리와 메

이키메이키를 다뤄본 경험

이 있음

면담 참여

학생

• 역량 수준 진단도구로 1차

산출물을 판별 후 면담대상

학생 선정

- 수준 3 = 2명

- 수준 2 = 2명

- 수준 1 = 1명

<표 Ⅲ-2> 현장 적용과정에 참여한 대상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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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문가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교육공학 분야의 전문가 2명과, 코

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현장교사 2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내

적 타당화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적인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

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완성했다.

셋째,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먼저 수업을 적용할 교사가 본 디자

인 수업 설계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다. 그리고 수업을

적용할 교사와 함께 학생들에게 제시할 실제적인 문제를 만들었다. 그리

고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대로 차시별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였다. 그

리고 코딩도구와 피지컬컴퓨팅 도구를 선정했는데, 본 연구에 적합하면

서 비용문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엔트리 프로그램과 메이키메이

키 도구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학생 활동을 적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수준별 지원도구를 개발했다.

넷째,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가 반영된

수업을 초등학교 수업에 실제로 적용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효과와 제한점을 확인했다. 수업은 초등학교 1학급에서

12차시 분량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업 전과 후에 상황흥미, 창의적 자아효

능감, ICT 활용 효능감, ICT 유용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

다. 더불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진단활동 산출물, 1차 산출물 및 2차

산출물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역량 수준 진단도구를 활용해서 분류해보

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디지털 역량이 산출물에 어떻게 드러났

으며,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창의적 디지털 역량이 어떻게 변화하

였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교사 1명과 학생 5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

해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장점 및 개선점에 관한 반응을 수집했다.

다섯째, 수업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서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효과와 제한점을 도출했다. 첫째, 학생들의 사전설

문과 사후설문의 영역별 평균은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비교했다. 둘째, 학

생과 교사의 면담자료는 개방코딩을 실시하여 장점 및 개선점에 대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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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를 도출했다. 셋째, 학생의 진단활동 산출물, 1차 산출물, 2차 산출물

의 수준을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 진단도구를 활용해서 진단한 후,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의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이 실제로 변화되었는지를 카

이스퀘어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표 Ⅲ-3>과 같다.

나. 현장 적용을 위한 수업절차

개발된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적용 수

업을 실제 학교현장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가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하

고, 이 수업의 효과와 제한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절차 연구 활동 내용

선행문헌

고찰

• 문헌고찰을 통해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

자인 수업 설계원리 도출(1차 산출물)

↓
전문가

타당화

•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1차 산출물 검토

• 전문가 타당화 내용을 반영하여 1차 산출물을 수정

↓

현장적용

준비

•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 준비

- 문제 개발

-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 코딩 및 피지컬컴퓨팅 도구 선정

- 학생 활동의 적응적 지원을 위한 준비
↓

현장적용
• 실제 수업 활동에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을 적용

• 학생들의 산출물 진단 자료, 학생설문, 면담자료 수집
↓

개발된산출물

효과 확인

• 자료 분석을 통해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의 효과 확인

<표 Ⅲ-3> 연구 절차별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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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소개 및 현장 적용 준비

연구자는 현장 적용을 위해 선정된 교사를 직접 만나서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설명하였다. 이후 현장교사는 창

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을 준비하였다.

첫째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문제를 개발하였다. 창의적 디지털 향상을 위

한 디자인 수업을 위한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여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할법한 상황맥락이 있으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유

도할 수 있는 문제를 개발하였다.

둘째로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였다. 초등학교의 1차시 수업은 40분 단

위이다. 그런데 본 수업은 디자인 수업으로 문제이해 및 아이디어 생성과

같은 각각의 디자인 과정을 40분 안에 끝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2차시씩

블록수업 형태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미술이나 과학,

실과와 같은 학생 중심의 디자인이나 탐구를 위한 수업은 종종 블록수업

형태로 운영된다. 그래서 2차시씩 6회의 걸쳐 총 12차시의 수업이 이루어

지도록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였다.

셋째로 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를 선정했다.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연구 참여 학생 수준과 비용문제를

고려했다. 이를 통해 수업 적용을 위한 도구로 엔트리와 메이키메이키를 선

정하였다. 엔트리는 코딩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블

록코딩 프로그램이다. 메이키메이키는 이미 코딩이 되어있는 아두이노 기반

의 회로 기판으로 어린 학생의 활용을 목표로 하여 만들어졌다. 그래서 초

보자들이 활용하기 쉽다. 동시에 두 도구 모두 활용이 쉽지만 폭넓은 수준

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ollective & Shaw, 2012).

넷째로 학생 활동의 적응적 지원을 위한 스캐폴딩 도구를 만들었다.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학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제공해야 할 문제와 스캐폴딩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의 수준별로 창

의적 디지털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수준별 스캐폴딩 활동지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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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실행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1,2 차시에는 학생역량 진단활동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 간단한 문

제를 제시한 후, 이에 맞는 산출물을 제작하도록 했다. 이 1,2차시에서

만든 학생들의 산출물을 역량 수준 진단도구로 분석해서 학생들의 역량

을 수준 1, 수준 2, 수준 3으로 구분하였다.

3,4 차시에는 학생에게 디자인 활동을 위한 문제를 제시하고, 새로운 도

구를 소개하고, 아이디어 형성을 촉진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먼저 학생에

게 해외 봉사활동 상황에서, 현지 어린이들의 음악교육을 도울 수 있는 악

기를 만드는 문제를 제시했다. 이때 문제에 대한 힌트를 학생의 역량 수준

별로 다르게 제시하였다. 수준 1 학생에게는 상세한 힌트를, 수준 2 학생에

게는 간단한 힌트를, 수준 3 학생에게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문제해결에 활용할 엔트리 코딩도구와 메이

키메이키 활용방법을 지도하기 위해 학생의 역량 수준별로 다른 활동을

제공하였다. 수준 1 학생에게는 기존 산출물에 쓰인 코딩블록을 확인해보

는 활동을, 수준 2 학생에게는 기존 산출물에 쓰인 코딩블록을 변형해보는

활동을, 수준 3 학생에게는 기존 산출물에 쓰인 코딩블록 이외에 새로운

것을 프로그래밍해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후 산출물 개발을 위한 아이

디어 스케치와 브레인스토밍 및 아이디어 평가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림 Ⅲ-1] 브레인스토밍과 아이디어 스케치



- 53 -

5,6 차시에는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산출물을 만들고 그룹별로 시

연하는 활동을 했다. 그리고 각 산출물에 대한 장점과 개선점을 이야기

하도록 했다. 교사는 5,6 차시에서 개발한 학생들의 산출물을 역량 수준

진단도구를 활용해서 수준 1, 수준 2, 수준 3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Ⅲ-2] 산출물 디자인 활동

7,8 차시에는 성찰활동과 수준별 부분활동, 그리고 아이디어 형성 활동

이 이어졌다. 먼저 성찰활동을 위해 학생들은 자신의 활동과정을 되돌아

보는 성찰일지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수준별 부분활동이 이어졌다. 이를

위해 앞서 1차 산출물을 통해 분류된 학생들의 역량 수준별로 코딩 및

메이키메이키 도구를 활용해서 해결해야 할 서로 다른 연습 과제를 제시

하였다. 이는 일종의 보충 및 심화학습으로, 수준별로 다른 학생들의 학

습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이후 실시한 아이디어 형성 활동

단계부터는 1차 산출물을 발전시키기 위한 디자인 과정의 반복이다. 교

사는 2차 산출물 제작을 위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이야기한 후, 앞서

이루어진 아이디어 형성 활동을 한 번 더 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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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성찰일지 작성

9,10 차시에는 2차 산출물을 제작하고, 1차 산출물과 비교해볼 때 어떠

한 점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작품설명서를 작성하였다.

11,12 차시에는 산출물을 시연하고 피드백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이 활동

이후 교사는 2차 산출물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디지털 역량을 역량 수

준 진단도구를 활용해서 분류하였다. 이 과정을 <표 Ⅲ-4>에 정리하였다.

차시 수업단계 기타설명 적용원리

1,2
학생역량

진단활동

1. 미션해결

가. 엔트리봇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걸

음씩 걸어가도록 코딩

나. 걸음에 맞추어 동요 ‘학교종’을 연주

다. 동요와 어울리는 적절한 배경 추가하기

8.1, 8.2

진단활동산출물을역량수준진단도구에따라분석하여학생수준을분류하기(8.1, 8.2)

3,4 문제제시

1. 문제제시

가. 봉사활동을 간 상황에서 악기를 만들어

야 하는 문제

2. 수준별 문제 스캐폴딩 제시

가. 수준 1 : 수준 1에 맞는 핸드아웃 제공

1.3

8.3

<표 Ⅲ-4> 수업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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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해서 소리를 내는데

필요한 코딩블록 목록, 이 코딩블록의 활

용 절차, 메이키메이키를 연결하는 방법)

나. 수준 2 : 수준 2에 맞는 핸드아웃 제공

(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해서 소리를 내는

데 필요한 코딩블록의 목록)

다. 수준 3 : 수준 3에 맞는 핸드아웃 제공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약조건)

3. 문제정의 : 문제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상황

을 공감하고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떤

악기가 필요한지 명확히 진술할 수 있는 활

동지를 제공

1.4

새로운

도구소개

(수준별)

1. 코딩과 메이키메이키 도구를 자유롭게 탐색

2. 코딩과 메이키메이키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교사가 사전에 제작한 엔트리 산출물을 학

급에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연습활동 제시

가. 수준 1 : 학급에 공유된 엔트리 산출물을

메이키메이키로 움직여보고 코드보기를

통해 어떤 코드가 사용되었는지 이해하기.

나. 수준 2 : 학급에 공유된 산출물을 메이

키메이키로 움직여보고 코드를 일부 변

형해보기

다. 수준 3 : 학급에 공유된 산출물을 메이키

메이키로 움직여보고 또 다른 등장인물을

추가하기

2.1

8.4

아이디어

형성활동

1. 아이디어 스케치 - 자신이 만들 산출물을

자유롭게 그려보기

2. 아이디어 형성을 촉진하는 활동

가. 브레인스토밍 : 산출물 제작을 위해 활용할

코딩목록과 도구를 자유롭게 발표해보기

나. 아이디어 평가 : 여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모아본 후 실제 활용 가능한 것 뽑아보기

7.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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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차

산출물

제작

1. 산출물 제작 및 작품설명서 작성

가.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활용한 준

비물에 대한 작품설명서 작성

나. 작품을 제작할 때는 웹에 공유된 산출물

을 참고할 수 있다는 점 안내

6.1

산출물

시연

및 피드백

1. 산출물 시연

가. 모둠별로 자신이 만든 악기를 설명한 후

연주하기, 이후 각 모둠원이 발표한 작

품에 대한 장점과 개선점을 이야기함

6.3

1차 산출물을 역량 수준 진단도구에 따라 분석하여 학생 수준을 분류하기(8.1, 8.2)

7,8

성찰활동

1. 성찰일지 작성하고 짝끼리 비교하기

가. 어떤 악기를 만들었는가?

나. 더 좋은 악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3.1, 3.2

수준별

부분활동

1. 수준별 별도의 부분 연습과제 실시

가. 수준 1 : 소리내기, 이동하기, 모양 바꾸

기 기능을 활용해서 작품 만들기

나. 수준 2 :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 작품을

자신의 생각대로 수정해본 후 메이키메

이키로 작동하기

다. 수준 3 : 수준 3 학생끼리 모둠을 구성

하여 공동의 작품 만들기

8.5

아이디어

형성활동

1. 디자인을 위해 추가로 고려할 점 제시

가. 여러분이 남들과는 다른 부분에서 이전

에 만든 악기보다 발전시켜 제작

2. 아이디어 형성을 촉진하는 활동

가. 짝끼리 브레인스토밍 : 작품을 발전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말해보기

나. 짝끼리 아이디어 평가 : 브레인스토밍한 내

용 중 실제 반영할 아이디어 2가지 고르기

다. 수정된 아이디어를 반영한 산출물을 스

케치하기

4.1, 4.2

7.2

6.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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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문헌고찰을 통한 1차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개발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디지털 역량의 개념으로부터 디자인 수업 설계

원리도출의 기본 방향이 되는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하였다. 창의적 디지

털 역량이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기기를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해결책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분석해보면 창의적 디지털 역량은 첫째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산출물을 만드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을 수업에서 가르치기 위한 대표

적인 활동이 메이킹 활동이다(Scheer et al., 2012). 그리고 실제적인 문

제해결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경험주의에 근거한다. 이를 종합하여 경

험주의 원리에 기반을 둔 메이킹이라는 첫 번째 범주를 설정했다.

그리고 창의적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기기의 창의적인 활용과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창의적 디지털 역량은 창의적인 산

출물의 디자인을 지향한다. 그리고 산출물의 창의적인 정도는 아이디어

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Goldschmidt & Tatsa, 2005). 이것을 정리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이라는 두 번째 범주를 설정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창의적 디지털 역량은 교사가 제시할 수 있는 형태의

9,10

2차

산출물

제작

1. 산출물 제작 및 작품설명서 작성

가. 산출물을 제작하면서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활용한 준비물에 대한 활동지 작성

나. 작품을 제작할 때는 웹에 공유된 산출물

을 참고할 수 있다는 점 안내
6.1

11,12

산출물

시연

및 피드백

1. 산출물 시연

가. 모둠별로 자신이 만든 악기를 설명한 후

연주하기, 이후 각 모둠원이 발표한 작

품에 대한 장점과 개선점을 이야기함

6.3

2차 산출물을 역량 수준 진단도구에 따라 분석하여 학생 수준을 분류하기(8.1,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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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아니다. 다만 학생들이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스스로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은 학생에 따라 다르다. 지식구성

의 기반이 되는 사전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의적 디지털 역

량향상을 위한 수업은 학생의 서로 다른 역량 수준을 지원하기 위한 적

응적인 수업방법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학생 활동의 적응적인 지원이라

는 범주를 설정하였다. 위 과정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 Ⅲ-5>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범주와 관련된 이론이나 경험적인 연구에

관한 선행문헌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한 선행문헌을 종합하여 창의

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첫째,

경험주의 원리에 기반을 둔 메이킹에 해당하는 원리를 찾기 위해 경험주

의의 핵심 요소인 실제적인 문제, 메이킹 혹은 디자인 활동, 반성적 사

고,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과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창의적

인 아이디어 형성 촉진과 관련해서 창의적인 산출물 디자인 연구와 아이

디어 형성 촉진과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학생 활동의 적응

적인 지원과 관련된 선행문헌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과정은 II. 선행문헌 고찰에 설명을 해두었으며, 이를 <표 Ⅲ

-6>으로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창의적

디지털

역량

목표 구현 수단 기본범주 도출

실제적인

문제해결

디지털기기 활용한

메이킹

1. 경험주의

원리에 기반을 둔

메이킹

창의적인 산출물

제작
질 높은 아이디어

2.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

촉진
역량습득에

적합한 교육

학습활동의 개별적인

지원

3. 학생 활동의

적응적인 지원

<표 Ⅲ-5>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도출을 위한 기본 범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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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도출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활용해서 디자인 수업을 설계

할 때 교사에게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고자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에 대

한 상세지침을 추가로 도출하였다. 9가지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관점에서

문헌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인 상세지침 도출을 위한 각 원리별 기준이

아래 <표 Ⅲ-7>과 같다. 이 관점을 바탕으로 상세지침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문헌 검토를 통해 1차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

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기본 범주 요소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경험주의

원리에

기반을 둔

메이킹

실제적인 문제 제공 실제적인 문제 중심의 활동

실제적인 경험
피지컬컴퓨팅 및

코딩도구의 구성적인 활용
반성적 사고 반성적인 사고의 촉진

보다심화된문제상황에적용 메이킹과정의발전적인반복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 촉진

창의적 산출물 제작
디자인 사고 과정에 기반을

둔 수업절차의 구성

아이디어의

발산 및 정교화

공유와 리믹스를 통한

아이디어 형성

아이디어 형성 촉진을

위한 활동 제공

학생 활동의

적응적인

지원

4C/ID의 적응적 지원

원리

역량 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

학습환경과 상황맥락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

<표 Ⅲ-6>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도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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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가 검토를 통한 내적 타당화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1차 디자인 수

업 설계원리의 내적 타당화를 아래와 같이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첫째로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1차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에

대한 타당화 검사를 4명의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먼저 산출물을 타당화

검사지 형태로 정리하였다. 검사지는 연구의 소개 부분과 타당도 검토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소개 부분은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및 상

세지침의 도출과정, 그리고 문헌을 통해 도출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와

범주 원리 및 상세지침 도출 기준

경험주의

원리에

기반을 둔

메이킹

1. 실제적인 문제 중심의 활동
가. 비구조화된문제란어떤종류의문제여야하는가?
나. 어떠한활동을해야하는가?
2. 피지컬컴퓨팅 및 코딩도구의 구성적인 활용
가. 어떤방식으로수업을해야하는가?
나. 도구의성격이어떠해야하는가?
3. 반성적인 사고의 촉진(점검, 관찰자의 입장
가. 어떤방법으로반성적사고를촉진할수있는가?
4. 메이킹 과정의 발전적인 반복

가. 어떻게메이킹과정을반복해야하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촉진

5. 디자인 사고과정에 기반을 둔 수업절차의 구성
가. 어떤 절차여야 하는가?
6. 공유와 리믹스를 통한 아이디어 형성
가. 코딩및피지컬컴퓨팅환경에적합한아이디어공유방법은무엇인가?
나. 창의적인아이디어를촉진하는리믹스는어떻게이루어지는가?
7. 아이디어 형성 촉진을 위한 활동 제공
가. 어떤활동이있는가?

학생

활동의

적응적인

지원

8. 역량 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
가. 역량수준을어떻게판별해야하는가?
나. 어떻게지원해야하는가?
9. 학습환경과 상황맥락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
가. 무엇을지원해야하는가?
나. 어떻게지원해야하는가?

<표 Ⅲ-7>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상세지침 도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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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지침으로 구성되었다. 타당도 검토 부분은 전반적인 디자인 수업 설

계원리에 대한 질문지와 각각의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에 대

한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질문지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4점 척도와 추가의견을 적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

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의 양적, 질적인 의견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1차적으로 수집한 전문가 검토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전문가

들이 평가한 타당화 검토지의 양적인 평가결과는 Rubio 등(2003)이 제안

한 방식에 따라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 CVI)와 평가자간 내

용 일치도 지수(Inter-Rater Agreement; IRA)를 활용해서 분석하였다.

내용타당도는 전문가들이 내린 긍정적 평가점수가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

내는 지수이다. 이는 각 문항별 긍정적 평가를 내린 전문가 숫자를 전체

전문가 숫자로 나누어 계산한다. 평가자간 내용 일치도 지수는 평정자

간의 평점 점수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평정자들이 모두 긍

정적인 점수를 내린 항목을 전체 항목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결과를

분석해서 내용타당도와 평가자간 내용 일치도 점수가 모든 영역에서 0.8

이상이 나오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타당화 질문지를 통해 수집

한 전문가의 질적인 검토의견을 종합해서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

한 1차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수정하였다. 이를 수정한 산출물이 창의

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2차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이다. 창의적 디지

털 역량향상을 위한 2차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부록에 첨

부하였다.

셋째로,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2차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타당화 검사를 1차와 동일하게 진행했다. 먼저 1차와 동일한 형식으로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2차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을 타당화 검사지의 형태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4명의 전문가에

게 해당 산출물의 타당도를 평가할 것을 요청했다. 검사결과도 1차 타당

화와 동일하게 분석했다. 양적인 평가결과는 Rubio 등(2003)이 제안한

방식에 따라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 CVI)와 평가자간 내용

일치도 지수(Inter-Rater Agreement; IRA)를 활용해서 분석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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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2차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수정하였다.

다. 현장적용을 통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효과

1) 학생설문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학생 설문과 이에 대한

분석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첫째로 사전설문을 실시하였다. 사전설문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디자

인 수업 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설문은

상황흥미, 창의적 자아효능감, ICT 활용 효능감, ICT 활용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의 4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4가지 영역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로 사후설문을 실시하였다. 사후설문은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을 모두 마친 후에 실시하였다. 사후설문은 사전설문과

동일한 상황흥미, 창의적 자아효능감, ICT 활용 효능감, ICT 활용의 유

용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에, 수업의 좋은 점과 어

려운 점에 관한 개방형 문항을 추가하여 활용하였다.

셋째로 각 영역별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상황흥미, 창의적 자아효능감, ICT 활용 효능감, ICT 활용의 유용성에 대

한 인식의 4가지 영역을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활용해

서 각 영역별 평균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반영한

수업을 실시하기 전보다 수업을 실시한 이후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는지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후설문에서 추가로 수집한 학생들의 주관

식 응답은 Creswell(2012)의 질적연구 분석방식에 따라 각 응답 내용의 핵

심어를 중심으로 개방코딩을 한 뒤 이에 대한 주제(Theme)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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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면담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자들의 깊이 있는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학

생과 교사 대상의 심층면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첫째로 면담지를 구성하였다. 면담은 총 6가지를 물어보았다. 먼저 이

번 수업에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아이디어를

생각했는지,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

3가지 질문은 모두 학생들이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

업에 어떠한 과정으로 참여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 수업을 하면서 아쉬웠

던 점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를 통해 창의적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의 장점과 개선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끝으로

이 수업에 대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한 관점에서의 답변을 듣고자 했다.

둘째로 학생 대상 면담을 실시하였다. 학생 대상 면담은 12차시로 구

성된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을 모두 마친 후 총 2

번 이루어졌다. 1회기 면담은 12차시 수업 후 점심시간에 이루어졌으며

2명의 학생을 그룹을 지어 면담하였다. 2회기 면담은 12차시 수업 후 방

과 후에 이루어졌으며 3명의 학생을 그룹을 지어 면담하였다. 학생들에

게 위에서 준비한 6가지의 질문을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이 수업에 참

여한 과정과, 학생 입장에서의 수업의 장점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셋째로 교사 대상 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사 대상 면담도 총 2번 이루

어졌다. 구체적으로 6차시 수업을 마친 후 그리고 12차시 수업을 모두

마친 후 각 1번씩 실시하였다. 수업의 장점과 개선점 및 이 수업에 대해

더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수업 참여과정에 관한 질문은

제외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처럼 직접 산출물을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넷째로 학생 대상 면담과 교사 대상 면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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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면담과 교사면담 데이터는 녹음을 통해 수집하였다. 그리고 녹음한

자료를 문서형태로 전사하였다. 면담의 분석은 문서 형태로 전사한 자료

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Creswell(2012)의 질적연구 분석방식에 따라 각

면담내용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개방코딩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을 적용한 수업의 장점과 개선점에 관한 주제

(Theme)를 도출하였다.

3) 디자인 산출물

학생들의 창의적인 역량은 산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Besemer,

1998; Basemer & Treffinger, 1981; O’Quin & Besemer, 1989;

Tschimmel, 2012). 그래서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가 학생의 창의적 디

지털 역량향상에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생 산출물에 대한 데

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첫째로 학생이 제작한 산출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학생의 산

출물은 진단활동에서 만들어지는 진단활동 산출물, 5,6차시 수업 후 만들

어지는 1차 산출물, 그리고 11,12차시의 수업 후 만들어지는 2차 산출물

이 있다. 즉 산출물 데이터는 총 3번 수집할 수 있다. 수집 대상은 학생

이 제작한 코딩 데이터와 메이키메이키 산출물 데이터이다. 먼저 학생들

이 수업 중 학급 커뮤니티에 공유한 코딩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메이키메이키 산출물 데이터는 학생들이 자신의 산출물을 시연할 때 연

구자가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수집하였다.

셋째로 학생들의 산출물을 역량 수준 진단도구를 활용해서 분석했다.

먼저 Ⅲ. 연구방법의 4. 연구도구에 수록된 역량 수준 진단도구에 따라

학생들의 산출물을 수준별로 분류하였다.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역량 수

준 진단을 위해 수업을 진행한 교사와 연구자가 함께 학생들의 동일한

산출물을 분류한 후 Cohen’s kappa계수를 통한 일치도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진단활동은 .86, 1차 산출물은 .09, 2차 산출물은 .91로 높은 수준의

일치도를 보였다. 이후 진단활동과 1차 및 2차 산출물의 진단을 통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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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학생의 역량 수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학

생들의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어떻게 발전했

는지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4. 연구도구

가. 내적 타당화 도구

개발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내적 타당화를 검사하기 위해 내적 타

당화 도구를 활용하였다. 내적 타당화도구의 세부문항은 나일주, 정현미

(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전문가 타당도 평가문항을 참조하여,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표 Ⅲ-8>와 같다. 문항은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추가

의견을 적을 수 있는 칸을 하단에 제공하였다.

영역 문항

타당성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수업 설계원리로 타당하다.

설명력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을 설계할 때 참고해야 할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을 설계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을 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해도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을 실시할 때 교사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표 Ⅲ-8> 수업 모형에 대한 타당화 질문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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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자 반응 검사도구

1) 설문도구

본 연구에서는 설문문항을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상황흥미에 대한 문항이다. 상황흥미란 특정 활동에 흥

미를 느끼고 몰입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정서적인 반응이다(Hidi &

Renninger, 2006). 본 연구에서는 Rotgans와 Schmidt(2009)의 상황흥미

영역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상황흥미 영역은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 α값은 .82이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창의적 자아효능감에 대한

문항이다. 창의적 자아효능감이란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는 개인적인 믿음이다(Beghetto, 2006). 본 연구에서는 Beghetto(2006)의

창의적 자아효능감 문항 중 총 4개 문항을 선정하여 활용하였으며,

Cronbach α값은 .86이다. 세 번째는 학습자들의 ICT 활용 효능감에 대

한 문항이다. ICT 활용 효능감이란 스스로 ICT 기기를 다양한 학습 목

적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이다. Siddiq 등(2017)의 ICT

활용 효능감 영역의 문항을 번역해서 활용했으며, Cronbach α값은 .75이

다. 네 번째는 학습자들이 ICT 활용 유용성 인식에 관한 문항이다. ICT

활용 유용성이란 ICT가 그들 미래 학습이나 직업 활동의 수행을 도울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이다. 이 영역도 Siddiq(2017)의 ICT 활용 유용성

인식에 관한 문항 중 4개를 선정했으며, Cronbach α값은 .80이다. 그리

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영역은 수업의 장점과 개선점을 묻는 개방형 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깊이 있는 의견을 수

집하고자 했다. 활용된 설문문항은 아래 <표 Ⅲ-9>와 같다.

항목 설문문항 출처

상황흥미

나는 수업시간에 활동한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다. Rotgans &

Schmidt

(2009).

나는 이번 수업시간에 즐겁게 참여하였다.

나는 이번 수업시간에 한 활동에 흥미를 느꼈다.

<표 Ⅲ-9> 학습자 반응 확인을 위한 설문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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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량 수준 진단도구

학생들의 역량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서, 학생 산출물을 통해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을 진단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Carretero

등 (2017)이 개발한 Creativity using digital technology의 수준별 루브릭

을 수정하여 학생의 창의적 디지털 역량수준을 초보수준, 중간수준, 발전

수준, 전문화수준의 4수준으로 정의하였다. 각 수준별 정의는 Ⅱ. 선행문

헌 고찰 부분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Jo 등(2018)은 이와 같이 정의한 역

량 수준이 실제 학생 산출물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 수준 진단도구로 기

능할 수 있을지 여부를 실제 현장적용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현

장적용을 위한 수업은 경기도의 B초등학교 6학년 1개 학급에서 메이키

메이키와 엔트리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학생

들에게 친구들이 함께 섬에 여행을 가서 악기를 연주해야 하는 상황맥락

이 있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악

나는 이번 수업시간에의 활동에 집중하였다.

창의적

자아효능감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Beghetto

(2006)

나는 쓸모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 수 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방법을창의적으로생각할수있다.
나는 문제를 어떻게 풀지 생각이 떠오르면 그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잘 세운다.

ICT 활용

효능감

나는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다른 학생들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Siddiq

(2017)

나는디지털기기를활용이필요한과제를잘해결할수있다.

나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ICT

활용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디지털기기사용법을배우는것은일상생활에도움이된다.
나는앞으로의공부를(중학교나고등학교공부를) 더잘하기
위해서 우수한 컴퓨터 활용기술이 필요하다.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우수한 컴퓨터 활용기술이 필요하다.
효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디지털기기를
사용해서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수업에 관한

개방형 문항

이 수업에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이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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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엔트리와 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만

든 산출물들을 1차 역량 수준 진단도구를 활용해서 분류해 보았다. 이후

분류된 산출물들을 참고해서 1차 역량 수준 진단도구를 실제 산출물을

평가할 수 있는 현실 적합성 있는 도구로 보완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에

서 학습자들의 역량 수준을 진단했을 때, 역량 수준 진단도구의 가장 상

위단계에 속하는 학생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역량 수준 진단도구를

활용할 때, 실제 학생들의 수준은 수준 1, 수준 2, 수준 3의 세 수준으로

분류하고, 가장 높은 수준 4는 수준 3의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목표의 역할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Carretero 등(2017)의 Creativity using digital technology 능

력의 역량 수준과, 이를 실제 현장의 산출물을 분류하는데 적용해서 타당

화 한 Jo 등(2018)의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창의적 디지털 역량을 수준

별로 정의하였다. 먼저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디자인 활동을 했을 때 산출

물이 문제해결에 맞게 작동되지 않았을 경우 초보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이를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 1로 정의한다. 그리고 교사가 시범적

으로 제시한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문제에 맞는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는

학생을 중간수준으로 보며 이를 수준 2로 정의한다. 이 수준의 학생은 산

출물은 제대로 만들 수 있으나 교사가 알려주거나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산출물을 만든다. 그리고 교사가 시범적으로 제시한

모습과는 다른 방법으로 도구를 활용해서 문제해결에 적합한 산출물을 만

드는 학생을 발전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수준 3으로 정의

한다. 그리고 학생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관찰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

로 작동되는 산출물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산출물이 문제해결의 새로운 아

이디어와 지식을 제공해준다면 이는 전문화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 4로 정의한다. 이러한 역량 수준의 정의는 학생들이 디

지털기기를 활용해 만든 디자인 산출물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 산출물의 수준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개발된 역량 수준 진단도구가 아래 <표 Ⅲ-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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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수준 기대행동 예시

1수준
산출물이 문제해결에 맞게 작동

하지 않는다.

- 학습자들이 만든 프로그래밍 오

브젝트에 코딩이 걸려있지 않아

서 움직이지 않는다.

- 기존에 메이키메이키와 코딩을

1:1 대응하게 설계를 못해서, 산

출물 시연에 기술적인 결함이

생긴다.

2수준

교사가 시범적으로 제시한 방법

대로 문제해결에 적합한 산출물

을 만든다.

- 문제해결을 위해 만든 코딩과

피지컬 오브젝트가 제대로 작동

된다. 그러나 교사가 지도한 대

로 코딩을 하였으며, 메이키메이

키도 교사가 시범을 보인 예시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방법

으로 도구를 연결하였다.

3수준

학습자는 교사가 시범적으로 제

시한 모습과 다른 방법으로 도구

를 활용해서 문제해결에 적합한

산출물을 만든다.

- 교사는 애초에 한 코딩에 하나

의 음이 적용되도록 학습자들을

가르쳤지만, 학습자들은 이를 변

형해서 한 음에 순차적으로 여

러 음이 나오게끔 프로그래밍

했다.

- 산출물의 시연되는 방식은 동일

했지만 애초에 교사가 가르쳤던

코딩 방식보다 효율적으로 단순

화하여 프로그래밍 하였다.

4수준

학습자가 만든 산출물이 해당 학

습자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관찰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되며, 높은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 버튼을 눌러서 작동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도 작동이 되기도

하며, 하나의 음만 연주되기 보

다는 여러 악기의 합주하는 상

황을 구현하기도 한다.

<표 Ⅲ-10> 역량 수준 진단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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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업 적용도구

1) 엔트리

엔트리는 스크래치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블록코딩 프로그래밍 도

구이다. 블록코딩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코딩을 공부하지 않아도 산출물

제작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Resnick et al., 2009). 21세기 소프

트웨어 교육은 전문적인 컴퓨터 기술과 용어 학습보다는 쉬운 도구로 자

신의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Kafai

& Burke, 2013; Resnick et al., 2009). 따라서 학생들이 전문적인 컴퓨터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곧바로 디자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블록코딩

프로그램 중 하나인 엔트리 프로그램을 본 디자인 수업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엔트리는 스크래치로 연결할 수 있는 모든 피지컬컴퓨팅 도구

와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리믹스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즉 스크래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핵심 기능을 엔트리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를 적용하기 전 사전조사 결과, 연구 참여자에게 가장

친숙한 프로그램이 엔트리였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블록코딩 프로그

램에 비해 거부감 없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연구를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 참여자에게 익숙하면서, 스크래치가 구현할 수 있

는 대부분의 기능을 제공하는 엔트리를 본 연구에서 창의적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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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엔트리 프로그램

2) 메이키메이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피지컬컴퓨팅 도구는 메이키메이키이다. 메이키메

이키는 구체물을 활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즉석에서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다. 이 기기는 모든 소프트웨어와 호환되며, 사용자가

제품을 프로그래밍하거나 조립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초등학교 수준의

초보적인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다. 동시에 무엇과 연결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ollective, & Shaw,

2012).

메이키메이키는 아래 [그림 Ⅲ-5]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한 손에는

지면과 접지하기 위한 전선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메이키메이키 전선에

연결된 전도체를 누르면, 이 전도체가 연결된 부분에 프로그래밍된 메이

키메이키의 자판이 입력된다. 예를 들어 한 손에 접지를 위한 전선을 잡

고, 집게선전의 한 쪽을 메이키메이키의 스페이스 바에 해당하는 곳에

연결하고, 다른 한 쪽을 과일이나 클립과 같은 전기가 통하는 물체에 연

결한 후, 연결된 과일이나 클립을 누르면 컴퓨터는 사람이 스페이스 바

를 누르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처럼 메이키메이키의 쉬운 조작방식과 어느 정도 다양한 아이디어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도구를 디자인 수업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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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수업에 활용하였다.

[그림 Ⅲ-5] 메이키메이키 활용(Collective & Shaw, 2012).

3) 수준별 지원도구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학생들에게 역량 수준별로 서로 다른 스캐

폴딩과 활동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실제 수업에 구현하기 위해

수준별 지원도구를 제작하였다. 먼저 학생들의 문제 이해를 지원할 수

있는 스캐폴딩지를 제작하였다. 수준 1의 학생에게는 문제 상황맥락에

대한 힌트와, 활용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코딩 블록을 활용해야 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 활용해

야 하는지, 그리고 메이키메이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상세

한 설명서를 학생에게 제공했다. 수준 2의 학생에게는 보다 간단한 설명

을 제공했다.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코딩 블록을 활용할 수 있을

지에 관한 간단한 목록을 제시하였다. 수준 3의 학생에게는 힌트보다는

문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즉 두 가지

이상의 악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과 다른 사람이 만들지 않을법한 작품

을 만들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들을 제시해서, 다른 수준의 학생보다

복잡한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도한 것이다. [그림 Ⅲ-6]에 수준 1

의 학생에게 제공한 스캐폴딩지 일부를 제시했으며, 나머지 도구는 부록

에 첨부하였다.



- 73 -

 1. 소리 추가하기: 소리 - 소리추가 - 원하

는 소리 마우스로 선택 - 적용하기 버튼

 2. 소리 블록 추가하기

   블록 – 소리 – 소리 (        ) 1초 재생하

기     ※ 원하는 소리, 시간으로 조정

 3. 메이키메이키 연결하기

  예)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소리나게 코딩

    - 집게전선을 메이키메이키 “스페이

스(SPACE)”에 연결한다.

    -  집게전선과 연결된 전도체를 건드

리면 컴퓨터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른 것과 

같다.

[그림 Ⅲ-6] 수준 1 학생의 문제 이해를 지원하는 스캐폴딩지 일부

그리고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문제 제시뿐 아니라 처음 코딩도구

와 메이키메이키의 기본 활용법을 지도할 때에도 학생 수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도해야 함을 명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준별로 다른 미션지

의 제공을 통해서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교실에서 구현하고자 하였

다. 블록코딩과 메이키메이키 도구의 기초적인 활용법을 일괄적으로 지

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별로 다른 별도의 과제를 제공해서 학생 수준

이 높든 낮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스스로 그 기능을 익히도록

의도한 것이다. 먼저 교사는 엔트리 사이트를 통해 미리 만들어 놓은 코

딩 산출물을 공유한다. 수준 1의 학생에게는 공유된 코딩 산출물을 메이

키메이키를 활용해서 작동해보고, 이 산출물에 어떤 코딩이 쓰였는지 찾

아보고 적어보는 미션이 제공된다. 수준 2의 학생에게는 이보다 더 나아

가서 교사가 제시한 산출물을 조금 변형해보는 미션이 제공된다. 수준 3

의 학생에게는 교사가 제시한 오브젝트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또 다

른 오브젝트를 더 만들어 보는 미션이 제공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미

션지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1차 산출물 제작활동 이후, 학생들은 수준별 부분 활동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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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활동도 수준별 서로 다른 미션지의 제공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

준 1의 학생에게는 특정 기능을 적용해서 간단한 산출물을 만들어보는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소리내기, 이동하기, 모양 바꾸기 기능을

활용해서 블록코딩을 활용한 작품을 만들어보도록 안내했다. 그리고 이

때 학생이 참고할 수 있는 힌트를 미션지에 함께 제시했다. 소리 추가하

기와 모양 바꾸기는 어떤 코딩을 어떠한 절차로 활용해야 하는지 상세하

게 제시한 것이다. 수준 2의 학생에게는 엔트리에 공유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선택해서 이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수정하는 리믹스 활동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공유한 작품을 어떻게 검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작품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설

명을 미션지에 함께 제공했다. 수준 3의 학생에게는 자신과 같은 수준인

수준 3의 학생끼리 그룹을 이뤄서 공동으로 1개의 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과제로 제시했다. 수준 3 학생에게 제공된 미션지에는 과제에 대한 힌트

대신 공동으로 작품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해 놓

았다. 힌트 대신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학생들은 공동으로 작품을 만들

때 다른 모둠원이 가진 설계도나 엔트리에 공유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참고하거나 처음부터 자신의 생각대로 만드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그리

고 필요하면 인터넷 검색도 가능함을 명시했다. 최대한 학생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넓혀준 것이다. 이와 같은 수준별 부분활동에 활

용했던 미션지도 부록에 첨부하였다.

이처럼 한 교실에서 수준이 서로 다른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지원과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본 수업에서는 미션지를 활용하였다. 미션지를 활

용하면 교사가 각 수준별 활동을 일일이 말해주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상황에서는 학생 수준별

과제를 QR코드나 개별 링크와 같은 개별 디바이스를 통해 전달해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실 안에서 학생들의 역량 수준에 따른 적응

적 지원을 위해서는 활동지든 아니면 이보다 발전된 테크놀로지든 학생

수준에 맞는 추가적인 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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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적응

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 검토를

통해 1차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개발하고, 2차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

를 통해 이를 수정·보완했다. 그리고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가 적용된 수

업에서 교사 및 학생의 반응과 산출물 진단 데이터를 통해 개발된 디자

인 수업 설계원리의 효과와 제한점을 확인하였다. 1차 디자인 수업 설계

원리는 <표 Ⅱ-2>에, 2차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

다. 그리고 이어지는 글에서는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라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최종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서술한 후, 전문가 타당

화 결과와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효과와 제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최종 디자인 수업 설

계원리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은 세 가지 목표를 지향한

다. 각 목표는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도출을 위한 범주 역할을 한다.

첫째는 경험주의 원리에 기반을 둔 메이킹 활동을 지향한다. 경험주의

원리의 기반을 둔 학습에서는 학생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 성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고, 새롭게 구성한 지식을 또 다른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메이킹 활동도 학생의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

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Scheer et

al,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적인 문제 중심, 메이킹을 통한 학습, 반

성적 사고, 반복적인 메이킹의 4가지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가 이 범주에

속한다.

둘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 촉진을 목표로 한다. 문제해결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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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짓는 요인은 창의성이다(Hill, 1998). 창의적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도구를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높은 수준의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 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에 반영하였다. 디자인 사고와의 융합, 협력적 아이

디어 생성, 아이디어 형성 촉진의 3가지 원리가 이 범주에 속한다.

셋째는 학생활동의 적응적인 지원을 목표로 한다. 창의적 디지털 역량

은 개인마다 서로 다른 문제해결경험에 의해 향상된다. 즉 학생의 역량

수준은 학생의 사전경험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역량 수준에 맞는 적응

적인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준별 지원, 적응적 피드백이라

는 2가지 원리가 이 범주에 속한다.

첫 번째 원리는 실제적인 문제중심의 원리이다. 이 원리의 핵심은 디

자인 수업을 실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문제가 실제적이어야 한다. 실제적인 문

제란 상황맥락이 있는 문제이며(Mentzer et al., 2015), 동시에 다양한 해

결안이 나올 수 있는 열린 문제이다(Hill, 1998). 이러한 문제는 학교에서

교과 형태로 가공한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접할 수 있을 법한 일상생

활의 문제에 가깝다(Scheer et al., 2012).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

한 후에는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문제 상황에 대한 공감적 이

해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Cook & Bush, 2018). 공감적 이해는 상대의

상황맥락을 이해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 등장하는 사람의

내적, 외적인 요구와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활동이

필요하다(Owen, 2006). 문제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이루어졌으면 학생들

이 주어진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도록 안내한다(Rauth et al., 2010). 문제

의 명확한 정의는 학생이 문제해결을 위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할

지 명확히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Cook & Bush, 2018). 이를 위해 학생

들이 교사가 제시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만의 용어로 이를 정의

하도록 안내한다(Dorst & Cross, 2001; Rauth et al., 2010).

두 번째 원리는 메이킹을 통한 학습원리이다. 이 원리의 핵심은 코딩

과 피지컬컴퓨팅 도구에 대한 기능적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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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수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딩 언어나 알

고리즘적 사고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보다는 산출물 제작에 초

점을 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Kafai & Burke, 2013). 이를 위해서 코

딩 및 피지컬컴퓨팅 도구의 원리에 대한 설명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Kafai et al., 2014). 이러한 활동 구성뿐 아니라 주어진 코딩 및 피지컬

컴퓨팅 도구가 메이킹 활동에 적합한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메

이킹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장기간의 기능연습 없이 메이킹 활동을 시

작할 수 있도록 학생 입장에서 활용하기 쉬운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

다(Resnick et al., 2009). 예를 들어 스크래치와 같은 블록코딩도구는 별

도로 코딩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이 곧바로 메이킹을 시작할 수 있는 도

구이다(Resnick et al., 2009). 더불어 메이키메이키도 초보단계의 학생이

바로 산출물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이 쉬운 도구이다(Collective &

Shaw, 2012). 동시에 학생의 메이킹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구의 사

용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Lee, Kafai, Vasudevan & Davis, 2014). 예를

들어 초보적인 학생들에게는 부속품이 너무 작아서 조작이 어려운 제품

은 지양해야 한다(Lee et al., 2014). 그리고 학생들의 폭넓은 아이디어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산출물이 도출될 수 있는 코딩과 피지컬컴

퓨팅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Vasudevan, Kafai, Lee, & Davis, 2013). 예

를 들면 오조봇이나 햄스터 로봇과 같은 도구보다 레고로봇과 같이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디자인이 모두 가능한 도구가 본 활동을 위한 도구

로 적합하다(Prato, 2017).

세 번째 원리는 반성적 사고의 원리이다. 반성적 사고를 위해 학생들

은 자신의 활동과정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다(Scheer et al.,

2012). 이를 위해 무엇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활동 중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더 나은 형태로 자신의 산출

물을 수정한다면 어떤 모습일지에 관한 성찰일지를 적어볼 수 있다

(Brennan & Resnick, 2012). 더불어 반성적 사고를 위해 자신의 활동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점검해보는 활동도 제공할 수 있다(Carroll et al.,

2010). 이를 위해 성찰일지를 작성한 내용을 짝에게 서로 이야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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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제공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Riley-Douchet, & Wilson, 1997).

네 번째 원리는 반복적인 메이킹의 원리이다. 이 원리의 핵심은 반복

적인 메이킹 과정을 통해 학생의 역량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Kolb

(2014)는 경험적 지식을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이를 수정

하고 보완하는 반복적인 과정이 곧 역량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

다. 본 활동에서도 반복적으로 아이디어를 수정하고, 산출물을 다시 제작

할 수 있는 디자인 활동을 고려하였다(Kimbell, 2011; Scheer et al.,

2012). 이미 만들어진 산출물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제공하

는 것이다(Rauth et al., 2010). 이때 디자인 활동이 반복될수록 학생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디자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제약사항

과 유의점 등을 함께 제시한다(Rauth et al., 2010; van Merriënboer et

al., 2002). 즉 문제 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할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문제

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점차 복잡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역량도 자연스럽게 성장한다(van Merriënboer et al., 2002).

다섯 번째 원리는 디자인 사고와의 융합 원리이다. 이 원리의 핵심은

디자인 사고과정의 절차를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활동

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적인 디자인을 위해서는 아이디어의 형

성과 재구성, 창조적인 해결책 탐색, 그리고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해결책

을 평가하는 세 단계의 활동이 필요하다(Metz & Albernhe-Giordan,

2010). 디자인 사고과정은 위 세 단계의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대표적인

창의적인 문제해결 과정이다(Rauth et al., 2010). 수많은 디자인 사고과

정 모델 중에서 학생의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문제이

해, 아이디어 생성, 그리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된 디자인 사

고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Cook & Bush, 2018; Rauth et al., 2010).

Plattner(2010)는 공감, 문제 정의, 아이디어 생성, 프로토타입, 평가로 이

루어진 디자인 사고과정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위에서 강조한 세 가지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디자인 사고과정 중에서도 디자인

전문가는 보통 사람들에 비해 문제 이해와 아이디어 형성과정에 많은 시

간을 투자한다(Mentzer et al., 2015). 그래서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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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수업에서도 문제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아이디어 생성 및 공유과정

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해야 한다(Metz & Albernhe-Giordan,

2010). 즉 문제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형성하는 단계에 많은 시간을 배

정하는 것이 창의적인 사고 촉진에 도움이 된다(Mentzer et al., 2015).

여섯 번째 원리는 공유와 리믹스를 통한 아이디어 생성의 원리이다.

디자인 사고과정에서 학생들 간의 의견공유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완하

는 데 도움이 된다(Carroll et al., 2010). 더불어 동료들의 피드백이 개개

인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을

촉진한다(옥미례, 조영환, 허선영, 2016; Rauth et al., 2010). 특별히 코딩

과 피지컬컴퓨팅 환경에서는 기존의 창작물을 수정하여 자신의 작품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의 협력이 이루어진다(Kafai & Burke, 2013; Kafai et

al., 2014). 웹에 공유된 다른 사람의 코딩 결과물을 수정해서 자신의 작

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Kafai & Burke, 2013). 이를 리믹스라고 부른

다(Kafai & Burke, 2013; Kafai et al., 2014). 이러한 콘텐츠의 리믹스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여러 사람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Kafai & Burke, 2013). 더불어 협력

적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평가해보는 활동이 아이디어 형성에 도움을

준다(Goldschmidt & Tatsa, 2005). 이를 위해 그룹 내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Goldschmidt & Tatsa, 2005;

Mentzer et al., 2015). 예를 들어 그룹에서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통해 아

이디어를 공유하도록 안내하거나(Rauth et al., 2010), 그룹별로 각자의

아이디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Goldschmidt & Tatsa, 2005; Mentzer et al., 2015). 이렇게 정교화한 아

이디어는 최종적으로 산출물의 형태로 구현된다(Goldschmidt & Tatsa,

2005). 이때 완성된 산출물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산출

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서로의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

다(McCafferty & Beaudry, 2017). 이를 위한 대표적인 활동이 다른 사

람의 산출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고 동시에 자신의 산출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갤러리워크(Gallery wor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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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원리는 창의적 아이디어 형성 촉진의 원리이다. 이 원리의

핵심은 학생들의 아이디어 형성 촉진을 위한 활동을 수업 중간에 제공하

는 것이다. 먼저 자신의 아이디어를 스케치해보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

다. 이 활동은 아이디어를 구체적이고 조작 가능한 산출물 형태로 표현

해주기에, 아이디어를 정교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Kangas et al., 2013;

Tschimmel, 2012). 그리고 아이디어 형성을 위한 다양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촉진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Isaksen et al., 2000). 예를 들

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브레인스토밍(Parnes &

Meadow, 1959)기법과 장점과 단점, 그리고 흥미로운 점을 기준으로 아

이디어를 평가하고 가장 좋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찾는 PMI기법

(Plus-Minus-Interesting method)을 활용할 수 있다(Ahmed & Omotunde,

2012). 그리고 이러한 기법을 언제 적용해야 하는지 절차를 안내하는 창의

적 문제해결 모형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임철일 등, 2011). 더불

어 이러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전략을 지원하는 S³CPS(Smart

Support System for Creative Problem Solving)와 같은 온라인 창의적 문

제해결 지원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도구들은 종이와 펜

혹은 칠판을 활용할 때보다 더 깊은 사고와 폭넓은 아이디어의 공유를 가

능하게 한다(임철일 등, 2014). 그래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형성하는 최신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수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덟 번째 원리는 학생 수준별 지원 원리이다. 이 원리의 핵심은 학생

들의 수준을 역량 수준 진단도구를 활용해서 분류하고, 각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활동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 산출물의

이상적 목표 수준을 설정한다(Carretero et al., 2017). 즉 역량 수준에서

최고 수준에 분류된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가 존재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역량 수준 진단도구는 총 4개

의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실제 학생들은 수준 1부터 수준 3까

지 분류가 된다. 수준 4는 수준 3의 학생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목표

로 남겨두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의 역량 수준은 산출물을 통해 분류할 수 있다(Bese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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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Basemer & Treffinger, 1981; O’Quin & Besemer,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출물을 바탕으로 학생의 역량 수준을 구분한다

(Carretero et al., 2017).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역량 수준 진단도구에 따라

수준 1에는 산출물이 작동되지 않았던 학생, 수준 2에는 교사의 설명대

로 산출물을 만든 학생, 수준 3에는 교사의 설명과 다른 방법으로 산출

물을 만든 학생을 분류한다(Carretero et al., 2017).

그리고 이렇게 분류한 학생의 역량 수준에 따라 문제의 복잡성을 다르

게 해서 제공한다(van Merriënboer et al., 2002,). 즉 낮은 수준의 학생

에게는 문제해결을 위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수준의 학생에게는

문제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제약조건을 제공한다

(Kangas et al., 2013; van Merriënboer et al., 2002).

문제뿐 아니라 코딩 및 피지컬컴퓨팅 도구의 활용방법도 학생의 역량

수준에 따라 다르게 소개한다. 수준이 낮을수록 도구의 활용방법과 원리

를 기억, 이해, 적용하는 활동을 통해서, 수준이 높을수록 분석, 평가, 창

조하는 활동을 통해서 도구 활용방법을 소개한다(Churches, 2008;

Krathwohl, 2002;; Munzenmaier & Rubin, 2013; van Merriënboer et

al., 2002). 이에 따라 수준 1의 학생에게는 주어진 산출물 제작에 활용된

코딩 및 피지컬컴퓨팅 도구 목록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활동을 할 수 있

다. 수준 2의 학생은 학급에 공유된 산출물의 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

활용방식을 일부 변형해보는 리믹스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수준 3의

학생에게는 학급에 공유된 산출물에 또 다른 오브젝트나 기능을 추가해

보는 창조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Churches, 2008; Krathwohl, 2002;;

Munzenmaier & Rubin, 2013; van Merriënboer et al, 2002).

그리고 기본 문제해결과정과는 별도로 학생의 수준에 맞는 추가적인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Churches, 2008; Krathwohl, 2002;; Munzenmaier

& Rubin, 2013; van Merriënboer et al., 2002). 일종의 보충 및 심화활동

에 속한다(van Merriënboer et al., 2002). 수준 1의 학생에게는 디지털

도구를 이해하고 적용해보는 연습활동을, 수준 2의 학생들에게는 기존

산출물을 리믹스해보는 분석활동을, 수준 3의 학생에게는 동질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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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보는 창조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Churches,

2008; Kafai, et al., 2014; Krathwohl, 2002; Munzenmaier & Rubin,

2013). 예를 들어 수준 1의 학생에게는 교사가 활용해야 할 코딩 목록을

제시한 후, 주어진 코딩목록을 적용한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활동

을 제시한다. 수준 2의 학생에게는 웹에 공유된 산출물을 분석한 후, 이

를 수정하여 리믹스해보는 활동을 제공한다. 수준 3의 학생들에게는 같

은 수준 3의 학생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산출물을 만들어보는 활

동을 제시한다(Adams-Byers, Whitsell, & Moon, 2004; Krathwohl,

2002; Churches, 2008; Munzenmaier & Rubin, 2013).

아홉 번째 원리는 적응적 피드백과 안내의 원리이다. 이 원리의 핵심

은 학습 환경과 상황맥락에 따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적시에 지

원하는 것이다. 먼저 학생의 요구나 산출물의 수준에 맞는 인지적인 피

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인지적인 피드백은 어휘, 문제 상황맥락, 추가정

보와 같은 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생의

요구나 산출물의 수준에 맞는 절차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절차

적인 피드백이란 도구 활용방법, 활동 순서와 같이 어떤 지식을 실제로

활용할 때 필요한 지식을 의미한다(van Merriënboer et al., 2002). 그리

고 학생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때 적응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Kangas

et al., 2013; van Merriënboer et al., 2002). 이를 위해 학습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도움제공이 가능한 수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예를 들

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외의 별도의 전문가를 보조교사로 둘 수 있다

(Kangas et al., 2013). 또는 온라인을 통한 피드백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Oinas, Vainikainen, & Hotulainen, 2018). 그리고 챗봇(Chat

bot)과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학생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Verdú, Regueras, Gal, de

Castro, Verdú, & Kohen-Vacs, 2017).

위 내용을 정리한 최종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아래 <표

Ⅳ-1>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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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예시

경험주의

원리에

기반을둔

메이킹

1. 실제적 문제중심

1.1 상황맥락이 있는 문제를 제시하라.
•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접

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1.2 다양한 해결안이 도출될 수 있는

열린 문제를 제시하라.

1.3 문제 상황에서 공감적 이해를 추

구하는 활동을 제공하라.

• 문제에 등장하는 사람의

내적, 외적인 요구와 환경

을 고려하도록 안내

1.4 주어진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도록

안내하라.

•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분

석하고, 자신만의 용어로

문제를 정의하도록 안내
2. 메이킹을 통한 학습
2.1 도구 자체의 기능보다 산출물 디

자인에 초점을 두어 수업을 구성

하라.

• 코딩 및 피지컬컴퓨팅 도

구 자체의 원리에 대한

설명 시간 최소화

2.2 도구 활용을 위해 장기간 학습이

필요한 도구보다 메이킹 활동을

즉각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도구

를 활용하라.

• 코딩언어를 별도로 배울

필요가 없는 스크래치와

같은 블록코딩도구 활용

• 전문적인프로그래밍이필요

없는메이키메이키활용
2.3 사용편의성을 고려하여 피지컬컴

퓨팅 도구를 선정하라.

• 부속품이 너무 작아서 조

작이 어려운 제품은 지양

2.4 다양한 산출물을 구현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라.

• 레고로봇과같이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디자인이 모

두가능한도구를활용

3. 반성적 사고

3.1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점검해보

는 활동을 제공하라.

• 다음과 같은 항목의 성찰

일지 작성

- 무엇을 만들었는가?

- 어떻게 만들었는가?

-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이

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 더 나은 형태로 수정한다

면 어떤 모습일까?

<표 Ⅳ-1>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최종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와 상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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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의 활

동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

라.

• 성찰일지를 작성한 내용을

짝에게 서로 이야기하고

피드백 제공

4. 반복적인 메이킹
4.1 반복적으로 아이디어를 수정하고,

산출물을 다시 제작할 수 있는

디자인 활동을 설계하라.

• 완성된 산출물을 다시 수정

하고 보완하는 시간 제공

4.2 디자인 활동이 반복될수록 고려해

야 할 추가적인 제약사항, 활동의

유의점과 피드백을 제시하라.

• 문제해결에 추가적으로 고

려해야 할 조건 및 유의사

항을제시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촉진

5. 디자인 사고와의 융합

5.1 문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그리

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된 디자인 사고과정의 절차

를 활용하라.

• Plattner(2010)가 제안한

디자인 사고과정의 절차

활용(공감, 문제 정의, 아이

디어 생성, 프로토타입, 평

가단계로이루어져있음)
5.2 문제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아이

디어 생성 및 공유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절차를 구성하라.

• 문제 이해와 아이디어 형성

활동에 많은 시간을 배정

6. 공유와 리믹스를 통한 아이디어 생성

6.1 기존의 창작물을 수정하여 나의 작품

으로 발전시키도록 안내를 제공하라.

• 웹에 공유된 다른 사람의

코딩 결과물을 수정하여

자신의 작품으로 만듦

6.2 그룹 내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 그룹별 브레인스토밍 활동

을 안내

• 그룹별로 아이디어의 실행

가능성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6.3 완성된 산출물을 발전시키기 위

해서, 자신의 산출물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얻을 수 있게 하라.

• 다른 사람의 산출물에 대

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

능하고 동시에 자신의 산

출물에 대한 구체적인 피

드백을 받을 수 있는 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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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리워크 방식의 산출물

공유활동 제공
7. 창의적 아이디어 형성 촉진

7.1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도록 안내하라.

• 자신의 생각을 종이에 스

케치

7.2 다양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촉진 기법을 활용하라.

• 브레인 스토밍, PMI기법

등을 활용

•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 활용

7.3 아이디어 형성을 지원하는 테크놀

로지를 활용하라.

• S³CPS(Smart Support

System for Creative

Problem Solving)와 같은

온라인 창의적 문제해결

지원 플랫폼 활용

학생

활동의

적응적인

지원

8. 학생 수준별 지원

8.1 학생 산출물의 이상적 목표 수준을

설정하라.

• 역량 수준 진단도구에서 학

교에서 최고 수준으로 분류

된 수준 3의 학생이 지향해

야할목표를수준 4로제시

• 수준 4 : 기존에 공유된 비

슷한 작품들보다 더 혁신

적인 형태의 작품을 만든

학생(수준 3의 학생이 도달

해야 할지향점으로 존재)

8.2 학생들의 산출물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수준을 구분하라.

• 수준 1 : 산출물이 작동되

지 않았던 학생

• 수준 2 : 교사의 설명대로

산출물을 만든 학생

• 수준 3 : 교사의 설명과

다른 방법으로 산출물을

만든 학생

8.3 수준별로 문제의 복잡성을 다르게

제공하라.

• 학생들의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가장 높은 수준

의 학생들에게는 문제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거나

추가적인 제약조건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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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최종적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실제 수업의 순

8.4 학생들의 역량 수준별로 코딩 및

피지컬컴퓨팅 도구의 활용방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라(수준

이 낮은 학생에게는 기억, 이해,

적용하는 활동을, 수준이 높은

학생에게는 분석, 평가, 창조하는

활동을 통해 도구 활용방법을 소

개).

• 수준 1 : 주어진 산출물

제작에 활용된 코딩 및

피지컬컴퓨팅 도구 목록

을 직접 제시하여 학생이

이를 기억하고 이해하도

록 안내

• 수준 2 : 학급에 공유된 산

출물을 분석해서 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를 활용

해서 변형하도록 안내

• 수준 3 : 학급에 공유된

산출물에 또 다른 오브젝

트나 기능을 추가하는 창

조활동 안내

8.5 학생들에게 기본 문제해결과정과는

별도로 수준별 추가활동을 제공하

라(수준 1의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도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간단한

연습활동을, 수준 2의 학생들에게는

기존에 만들어진 산출물을 분석하

는 리믹스 활동을, 수준 3의 학생들

에게는 동질집단으로 모여 새로운

산출물을 창조하는 활동을 제시).

• 수준 1 : 이전 수업에서 학

습한 코딩활동을 적용할 수

있는간단한연습과제제시

• 수준 2 : 웹에 공유된 산

출물을 수정하여 리믹스

하는 활동 안내

• 수준 3 : 같은 수준의 학

생이 함께 산출물을 만들

도록 안내

9. 적응적 피드백과 안내
9.1 학생의 요구나 문제 이해 수준에

맞는 인지적 피드백을 제공하라.

• 인지적인 피드백 : 어휘,

문제 상황맥락, 추가정보

9.2 학생의 요구나 도구 활용 수준에

맞는 절차적 피드백을 제공하라.

• 절차적인 피드백 : 도구

활용방법, 활동 순서

9.3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도움제공이 가능한 수업환경을

조성하라.

• 전문가 배치를 통한 피드

백 지원 시스템

• 온라인 피드백 지원 시스템

• 인공지능을 활용한 피드백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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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맞게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가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

한 디자인 수업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반적인 수업 단계

는 개발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상세지침 5.1에 따라서 Empathize,

Define, Ideate, Prototype, Test로 구성된 Plattner(2010)의 디자인 사고

절차를 활용하였다. Plattner(2010)의 디자인 사고절차는 아이디어 형성

을 촉진하기 위한 디자인 과정의 모든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충분한

문제 이해와 아이디어 형성 과정을 강조하기에,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상세지침인 5.2에도 부합한다(Cook & Bush, 2018).

그리고 수업 준비를 위한 원리와 수업설계를 위한 원리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다.

요소 세부요소 원리

문제 준비 - 문제의 형태

1.1 상황맥락이 있는 문제를 제시하라

1.2 다양한 해결안이 도출될 수 있는

열린 문제를 제시하라

수업 절차 확립
- 단계별 수업 절

차 구성

5.1 문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그리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된

디자인 사고과정의 절차를 활용하라

5.2 문제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아이

디어 생성 및 공유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절차를 구성하라

코딩 및

피지컬컴퓨팅

도구선정

- 활용의 용이성

2.2 도구 활용을 위해 장기간 학습이

필요한 도구보다 메이킹 활동을

즉각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도구

를 활용하라

2.3 사용편의성을 고려하여 피지컬컴

퓨팅도구를 선정하라
- 다양한 만들기

활동의 가능여부

2.4 다양한 산출물을 구현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라
적응적 지원을

위한 준비

- 피드백 시스템

확립

9.3 학습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도

움제공이 가능한 수업환경을 조성하라

<표 Ⅳ-2> 수업 전 준비를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적용



- 88 -

교사활동 학생활동 원리

학생역량진단
- 간단한 산출물 제작

을 통한 진단활동

8.1 학생 산출물의 이상적 목표 수준을 설
정하라.

8.2 학생들의 산출물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수준을구분하라.

문제와스캐폴딩
제시

(Ideate, Define)

- 문제이해

(수준별로문제해결을위

한정보를다르게제공)

1.3 문제 상황에서 공감적 이해를 추구하는
활동을제공하라.

8.3 수준별로 문제의 복잡성을 다르게 하여
제공하라.

- 문제의 정의
1.4 주어진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도록 안내
하라.

새로운코딩및
피지컬컴퓨팅도
구

활용방법의수준
별안내

- 코딩, 피지컬컴퓨팅

도구의 자율적 탐색

2.1 도구 자체에 대한 개념적 이해보다, 산
출물 제작에 초점을 두어 수업을 구성
하라.

- 새로운 코딩 및 피

지컬컴퓨팅 도구

활용 방법 학습을

위한 수준별 과제

8.4 학생들의 역량 수준별로 코딩 및 피지
컬컴퓨팅도구의활용방법을다양한방
식으로소개하라(수준이낮을수록도구
의활용방법과원리를기억, 이해, 적용
하는활동을, 수준이높을수록분석, 평
가, 창조하는 활동을 통해도구활용방
법을소개).

아이디어형성활
동안내

(Ideate)

- 전체활동(전체적인

브레인스토밍과

PMI기법을 활용한

아이디어 점검)

7.2 다양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촉
진기법을활용하라.

- 그룹활동(그룹별로 브

레인스토밍 후 사용가

능한아이디어선택)

6.2 그룹 내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평가
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라.

- 개별활동(아이디어

스케치)
7.1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도록안내하라.

작품 제작 활동
안내

(Prototype)

- 작품제작(웹상의다른

사람의 작품을 차용하

여수정하기도함)

6.1 기존의 창작물을 수정하여 나의 작품으
로발전시키도록안내를제공하라.

작품공유및피
드백

(Test)

- 완성된 작품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 제공

6.3 완성된산출물을발전시키기위해서, 자
신의산출물을공유하고피드백을얻을
수있게하라.

학생들의 - 역량 수준 진단도
8.1 학생 산출물의 이상적 목표 수준을 설
정하라(Carretero et al., 2017).

<표 Ⅳ-3> 단계별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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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가.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4명의 전문가에게 문헌을 통해 도출한 1차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에 대한 타당도 검사를 의뢰했다. 이때 3점과 4점은 긍정적인

의견으로, 1점과 2점은 부정적인 의견으로 간주하여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 CVI)와 평가자간 내용 일치도 지수(Inter-Rater

Agreement; IRA)를 구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1차 디자인 수업 설계

원리의 내용타당도와 평가자간 내용 일치도 값이 모두 1이었다. 이를 통

해 모든 전문가가 개발된 산출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갖

역량수준진단 구 활용
8.2 학생들의 산출물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수준을 구분하라(Carretero et al.,
2017).

수준별부분활동
- 수준별 문제해결

혹은 그룹활동

8.5 학생들에게 기본 문제해결과정과는 별
도로수준별추가활동을제공하라(수준
1의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도구를 이해,
적용하는 활동을, 수준 2의 학생들에게
는산출물의 분석을위한 활동을, 수준
3의 학생들에게는 산출물이나 아이디
어를평가, 창조하는활동을제시).

성찰및종합
- 성찰일지 작성 후

짝에게 설명

3.1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활동
을제공하라.

3.2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의 활동을
점검해볼수있도록안내하라.

디자인 과정 반
복

- 아이디어 형성 활동

부터 수업활동을 반

복(문제에 대한 추가

적인 고려사항 제시)

4,1 반복적으로 아이디어를 수정하고, 산출
물을다시제작할수있는디자인활동
을설계하라.

4.2 디자인 활동이 반복될수록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제약사항, 활동의 유의점과
피드백을제시하라.

※ 음영이 있는 부분은 적응적 지원을 위한 단계로, 디자인 사고과정의

절차와는 별도의 단계이다.

※ 단계와는 별도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수시로 제공한다. : 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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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점수가 4점

은 아니기에 이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하고자 하였다. 전문가들은 상세

지침에 대한 예시가 있으면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에

따라 상세지침에 대한 예시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1차 창의적 디지털 역

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도 평가결과

는 <표 Ⅳ-4>에 제시하였다.

문항
전문가 평

균
SD

CV

I

IR

AA B C D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

업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수업 설

계원리로 타당하다.

4 4 4 4 4 0 1

1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

업을 설계할 때 참고해야 할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4 4 4 4 4 0 1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

업을 설계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4 3 4 4 3.75 0.43 1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

업을 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3 4 3 3.5 0.5 1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

업을 실시할 때 교사가 무엇을 고려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

고 있다.

3 3 4 4 3.5 0.5 1

<표 Ⅳ-4>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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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원리와 상세지침에 대한 타당도 평가결과는 <표 Ⅳ-5>에 제

시하였다.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에서 내용 타당도와 평가자 간 내용 일

치도 점수의 값이 1이었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각각의 원

리와 상세지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원리 및 상세지침
평

균
SD CVI IRA

1. 복잡한 문제 중심의 활동 4 0 1

1

1.1 상황맥락이있는문제를제시하라 4 0 1
1.2 다양한해결안이나올수있는열린문제를제시하라 4 0 1

1.3 문제상황의공감적인이해를위한활동을제공하라 4 0 1

1.4 학생들이주어진문제를명확히정의하도록안내하라 4 0 1
2. 피지컬컴퓨팅 및 코딩도구의 구성적인 활용 3.75 0.43 1
2.1 도구 자체에 대한 개념적 이해보다는, 산출물 제작
을위한활용에초점을두어수업을구성하라

3.75 0.43 1

2.2 목표한 대상이 장기간 학습이 필요한 도구보다는
바로메이킹활동을시작할수있는도구를활용하라

3.5 0.50 1

2.3 피지컬컴퓨팅도구의사용편의성을고려하라 3.5 0.50 1
2.4구현가능한산출물의유형이다양한도구를활용하라 3.75 0.43 1
3. 반성적인 사고의 촉진 4 0 1
3.1 자신의활동을스스로점검해보는활동을제공하라 4 0 1
3.2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의 활동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안내하라

4 0 1

4. 메이킹 과정의 발전적인 반복 4 0 1
4.1 아이디어를수정해서산출물을다시제작하는디자
인활동의반복적인과정을반영하라

4 0 1

4.2 디자인활동이반복될수록문제의복잡성을심화하라 3.75 0.43 1
5. 디자인사고과정에기반을둔수업절차의구성 4 0 1
5.1 문제 이해, 아이디어생성, 그리고 이를평가하는과
정이모두포함된디자인사고과정의절차를활용하라

3.75 0.43 1

5.2 문제에대한충분한탐색과아이디어생성및공유
과정에집중할수있도록수업절차를구성하라

4 0 1

6. 공유와 리믹스를 통한 아이디어 형성 3.75 0.43 1
6.1 그룹별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
회를제공하라

4 0 1

<표 Ⅳ-5> 1차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세부항목에 대한 타당성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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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의 의견은 긍정적이었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완전한 수준의 산

출물 개발을 위해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크게 전문가들은 1차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에 대해 4가지 범주의 검

토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원리와 상세지침의 위계 문제이다. 특정 상세지

침을 해당 원리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예를 들어 전

문가들은 4번 원리인 “4. 메이킹 과정의 발전적인 반복”에 속한 “4.2 디자

인 활동이 반복될수록 문제의 복잡성을 심화하라”는 상세지침이 문제와

관련된 지침이기에 “1. 실제적인 문제 중심의 활동 원리”에 속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대로 상세지침을

옮기면 각 원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지향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원

6.2 완성된 산출물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
생들이 자신의 산출물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

4 0 1

6.3 다른사람의결과물을리믹스하여발전시키도록안
내를제공하라

3.75 0.43 1

7. 아이디어 형성 촉진을 위한 활동 제공 4 0 1
7.1 자신의아이디어를시각적으로표현해보도록안내하라 4 0 1
7.2 다양한발산적사고와수렴적사고촉진기법을활
용하라

4 0 1

8. 역량 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 3.75 0.43 1
8.1 역량 수준진단도구를활용해서학생산출물의수준
을수준 1, 수준 2, 수준 3으로분류하라. 단, 수준 4
는 실제 학생들을 분류하기 위한 수준이 아니라, 수
준 3의 학생들이 이상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로 활
용하라

3.75 0.43 1

8.2 수준별로문제의복잡성을다르게하여제공하라 3.75 0.43 1
8.3 학생들의 역량 수준별로 코딩 및 피지컬컴퓨팅 도
구의 활용방법을 디지털 텍사노미에 따라 다른 방
식으로소개하라

3.75 0.43 1

8.4 학생들에게 기본 문제해결과정과는 별도로 수준별
부분활동을디지털텍사노미에따라제공하라

3.75 0.43 1

9. 학습환경과 상황맥락에 따른 지원 4 0 1
9.1 학생들의 요구나 산출물의 수준에 맞는 인지적인
피드백과절차적인피드백을제공하라

3.75 0.43 1

9.2 학생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업환경을조성하라

3.75 0.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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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상세지침이 보다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표현을 수정하였다.

두 번째는 지침이 불분명하다는 검토의견이었다. 전문가는 상세지침에

교사가 언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을 지적

했다. 예를 들어 “9.3 학습자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업환경을 조성하라”는 상세지침에는 학습자가 언제 지원이 필요할지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9.3 학습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도움제

공이 가능한 수업환경을 조성하라”의 방식으로, 학습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준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세 번째는 상세지침의 구분에 대한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둘로 나뉘어

야 할 상세지침이 하나의 지침으로 써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8.1 역량 수준 진단도구를 활용해서 학생 산출물의 수준을 수준 1, 수준

2, 수준 3으로 분류하라. 단, 수준 4는 실제 학생들을 분류하기 위한 수

준이 아니라, 수준 3의 학생들이 이상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로 활용하

라“는 상세지침은 학생 수준을 분류할 것과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할 것

이라는 2가지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2개의 지침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8.1 학생 산출물의 이상적 목

표 수준을 설정하라”와 “8.2 학생 산출물을 역량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라”로 상세지침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네 번째는 표현에 대한 의견이다. 전문가는 적절하지 않은 문장 표현

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8. 역량 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원리에서

차별이라는 표현은 독자들이 부정적인 의미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전

문가는 “개별적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권장했다. 이와 같은 4가지

범주의 개선사항과 이에 대한 수정사항을 <표 Ⅳ-6>에 종합하여 제시

하였다.

구분 검토의견 수정사항

원리와 상 “2. 피지컬컴퓨팅 및 코 2번 원리를 “2. 메이킹 활동을 위한

<표 Ⅳ-6>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1차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전문가 검토의견 및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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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침의

위계 문제

딩도구의 구성적인 활용”

원리에 “2.3 피지컬컴퓨

팅 도구의 사용편의성을

고려하라”는 상세지침이

속하는 것이 부적절함

피지컬컴퓨팅 및 코딩도구의 활용”으

로 수정해서, “피지컬컴퓨팅 도구의

사용편의성을 고려하라”는 상세지침

을 포괄하면서 동시의 원리가 의미하

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함

“2. 피지컬컴퓨팅 및 코

딩도구의 구성적인 활용”

원리에서 구성적인 활용

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

하지 않아서 수정이 필

요함
4번 원리에 속한 “4.2 디

자인 활동이 반복될수록

문제의 복잡성을 심화하

라” 는 상세지침은 문제

와 관련된 지침이기에

“실제적인 문제 중심의

활동 원리”에 속하는 것

이 더 적합함

해당 상세지침을 “디자인 활동이 반

복될수록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제약

사항, 활동의 유의점과 피드백을 제

시하라”으로 문제보다는 디자인의 반

복과 복잡성에 초점 두도록 표현을

수정함

“6. 공유와 리믹스를 통

한 아이디어 형성”원리에

속한 3가지 상세지침의

순서를 아이디어 형성

– 평가 – 성찰 순서로

재배치해야 함

“6. 공유와 리믹스를 통한 아이디어

형성”에 속한 3가지 상세지침의 순서

를 리믹스를 통한 아이디어 형성 -

아이디어의 평가 - 산출물 공유 및

피드백 순서로 변경함

불분명한

지침

“문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그리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

이 모두 포함된 디자인 사

고과정의 절차를 활용하라”

는 상세지침이 이야기하는

디자인 사고과정이 무엇인

지 불분명함

이 상세지침에 대한 예시를 상세하게

추가함으로써, 어떤 디자인 사고모델을

제시해야 하는지 명확히 함

“Plattner, (2010)가 제안한 디자인 사고

과정의 절차를 활용(공감, 문제 정의, 아

이디어 생성, 프로토타입, 평가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디자인의 반복을 강조)”
“학습자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업환경을 조성하

아래와 같이 수정함

9.3 학습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

든 도움제공이 가능한 수업환경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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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상세지침에서 학습

자가 언제 지원이 언제

필요한지 불분명함

성하라

상세지침 “8.3 학생들의

역량 수준별로 코딩 및

피지컬컴퓨팅 도구의 활

용방법을 디지털 텍사노

미에 따라 다른 방식으

로 소개하라”에서 학생

수준을 역량 수준별로

구분하는 것인지 디지털

텍사노미에 따라 구분하

는 것인지 불분명함

학생들의 수준은 역량 수준에 따라

나누고, 이에 대한 지원은 디지털 텍

사노미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이러한

점이 드러나도록 상세지침을 수정함.

“8.4 학생들의 역량 수준별로 코딩

및 피지컬컴퓨팅 도구의 활용방법을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라(수준이 낮을

수록 도구의 활용방법과 원리를 기

억, 이해, 적용하는 활동을, 수준이

높을수록 분석, 평가, 창조하는 활동

을 통해 도구 활용방법을 소개)”

“8.5 학생들에게 기본 문제해결과정

과는 별도로 수준별 부분활동을 제공

하라(수준 1의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도구를 이해, 적용하는 활동을, 수준

2의 학생들에게는 산출물의 분석을

위한 활동을, 수준 3의 학생들에게는

산출물이나 아이디어를 평가, 창조하

는 활동을 제시)”

디지털 텍사노미와 창의

적 디지털 역량 수준이

어떠한 관계인지 드러나

지 않음

상세지침

의 구분

아래 상세지침 8.1을 의

미가 명확하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음.

“8.1 역량 수준 진단도구

를 활용해서 학생 산출

물의 수준을 수준 1, 수

준 2, 수준 3으로 분류하

라. 단, 수준 4는 실제

학생들을 분류하기 위한

수준이 아니라, 수준 3의

학생들이 이상적으로 도

달해야 할 목표로 활용

상세지침을 “8.1 학생 산출물의 이상

적 목표 수준을 설정하라”와 “8.2 학

생 산출물을 역량 수준에 따라 구분

하여 지원하라”로 구분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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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전문가 타당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1차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수정 후, 한 번 더 동일한 4명의 전문가에게 이에

하라“
“9.1 학생들의 요구나 산

출물의 수준에 맞는 인

지적인 피드백과 절차적

인 피드백을 제공하라”는

상세지침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좋음

상세지침을 “9.1 학생들의 요구나 산

출물의 수준에 맞는 인지적인 피드백

을 제공하라” “9.2 학생들의 요구나

산출물의 수준에 맞는 절차적인 피드

백을 제공하라”로 구분하여 제시함

표현의 수

정

“8. 역량 수준에 따른 차

별적인 지원”원리에서 차

별이라는 표현보다는 ‘개

별적 지원’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음

8번 원리에 활용된 차별적인 지원이

라는 용어를 개별적인 지원으로 수정

함

“5. 디자인 사고과정에

기반을 둔 수업절차의

구성”원리의 표현보다는

”디자인 사고과정을 통한

산출물 제작“과 같은 표

현이 더 적합함

원리 5번의 표현을 “5. 디자인 사고

과정을 통한 산출물 제작”으로 수정

함

“4. 메이킹 과정의 발전

적인 반복”이라는 표현을

‘4. 반복적 메이킹 과정

을 통한 발전 촉진’으로

바꾸는 것이 더 적합함

이 내용을 반영하여 원리 4번을 “4.

반복적 메이킹 과정을 통한 발전 촉

진”으로 수정함

상세지침 6.3에서 사용한

리믹스라는 표현이 마치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것을 가져다 쓰게 하라

는 것 같아서 수정이 필

요함

본 상세지침은 다른 사람이 완성된

결과물을 복사해온 후 수정, 변형하

는 것을 의도한 것이 맞으며, “6.3 기

존의 창작물을 수정하여 발전시키도

록 안내를 제공하라.”고 보다 순화하

여 표현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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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2차 타당도 검사를 의뢰했다. 앞서 진행한 타당도 평가와 동일하게 3

점과 4점은 긍정적인 의견으로, 1점과 2점은 부정적인 의견으로 간주하여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 CVI)와 평가자간 내용 일치도 지수

(Inter-Rater Agreement; IRA)를 구하였다. 그 결과 내용타당도와 평가자간

내용 일치도가 모두 1로, 모든 전문가가 개발된 산출물에 대해 긍정적인 의

견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전문가들의 점수 평균이 1차에서

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았다. 전반적인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

인 수업 설계원리에 대한 타당도 평가결과는 <표 Ⅳ-7>에 제시하였다.

문항
전문가

평균 SD CVI IRA
A B C D

본디자인 수업설계원리는창의적디

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수업 설계원리

로타당하다.

4 4 4 4 4 0 1

1

본 디자인 수업설계원리는창의적디

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을

설계할 때 참고해야 할 원리를 잘 설

명하고있다.

4 3 4 4 3.75 0.43 1

본 디자인 수업설계원리는창의적디

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을

설계할때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4 4 4 4 4 0 1

본 디자인 수업설계원리는창의적디

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을

할때보편적으로활용될수있다.

4 4 4 3 3.75 0.43 1

본 디자인 수업설계원리는창의적디

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을

실시할때 교사가무엇을고려해야하

는지이해하기쉽게표현하고있다.

4 4 4 4 4 0 1

<표 Ⅳ-7>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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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원리와 상세지침에 대한 타당도 평가결과는 <표 Ⅳ-8>에 제시

하였다. 전반적인 타당도 평가결과와 마찬가지로 내용 타당도 지수와 평

가자간 내용 일치도 지수가 모두 1이었다. 또한 1차 타당화 평가결과보

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다만 최종적인 타당도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의 몇 가지 검토사항이 있

었다. 한 가지는 상세지침의 논리적인 조직과 관련된 문제였다. 상세지침

9.1과 9.2가 문제가 되었다. 상세지침 9.1은 “학생들의 요구나 산출물의

수준에 맞는 인지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이고 상세지침 9.2는 “학생들

의 요구나 산출물의 수준에 맞는 절차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이다. 그

런데 인지적인 피드백과 절차적인 피드백은 서로 종류가 다른 피드백이

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나 산출물의 수준에 맞는”이라는 조건문도 9.1

과 9.2가 각각 상이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상세지침 9.1은

“9.1 학생의 요구나 문제 이해 수준에 맞는 인지적 피드백을 제공하라.”

로, 9.2는 “9.2 학생의 요구나 도구 활용 수준에 맞는 절차적 피드백을

제공하라.”로 각 피드백 종류에 맞는 조건문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밖에 지적사항은 모두 내용의 표현에 관련된 부분이었다. 그래서 전문

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리와 상세지침의 표현을 수정하였다.

원리 및 상세지침 평균 SD CVI IRA
1. 실제적인 문제 중심 활동 4 0 1

1

1.1 상황맥락이있는문제를제시하라 4 0 1

1.2 다양한해결안이나올수있는열린문제를제시하라 3.75 0.43 1

1.3문제상황의공감적인이해를위한활동을제공하라 4 0 1

1.4 학생들이주어진문제를명확히정의하도록안내하라 4 0 1

2. 메이킹 활동을위한피지컬컴퓨팅및코딩도구활용 4 0 1

2.1 도구 자체에 대한 개념적 이해보다는, 산출물 제작
을위한활용에초점을두어수업을구성하라

4 0 1

2.2 목표한 학습자가 장기간 학습이 필요한 도구보다는
바로메이킹활동을시작할수있는도구를활용하라

3.75 0.43 1

<표 Ⅳ-8>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세부항목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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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피지컬컴퓨팅도구의사용편의성을고려하라 3.75 0.43 1

2.4 구현가능한산출물의유형이다양한도구를활용하라 3.75 0.43 1

3. 반성적 사고의 촉진 3.75 0.43 1

3.1 자신의활동을스스로점검해보는활동을제공하라 4 0 1

3.2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의 활동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안내하라

4 0 1

4. 반복적 메이킹 과정을 통한 발전 촉진 3.75 0.43 1

4.1 아이디어를 수정해서 산출물을 다시 제작하는 디자
인활동의반복적인과정을반영하라

4 0 1

4.2 디자인 활동이 반복될수록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제약사항, 활동의유의점과피드백을제시하라

4 0 1

5. 디자인 사고과정을 통한 산출물 제작 4 0 1

5.1 문제이해, 아이디어생성, 그리고이를평가하는과정
이모두포함된디자인사고과정의절차를활용하라

4 0 1

5.2 문제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아이디어생성및 공유
과정에집중할수있도록수업절차를구성하라

4 0 1

6. 공유와 리믹스를 통한 아이디어 형성 4 0 1

6.1 기존의 창작물을 리믹스하여 발전시키도록 안내를
제공하라

3.75 0.43 1

6.2 그룹별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
회를제공하라

4 0 1

6.3 완성된 산출물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
생들이 자신의 산출물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

4 0 1

7. 아이디어 형성 촉진을 위한 활동 제공 4 0 1

7.1 자신의아이디어를시각적으로표현해보도록안내하라 4 0 1

7.2 다양한 발산적사고와수렴적사고촉진 기법을활
용하라

4 0 1

8. 역량 수준에 따른 개별적 지원 4 0 1

8.1 학생산출물의이상적목표수준을설정하라 4 0 1

8.2 학생들의산출물을통해학생들의역량수준을구분하라 4 0 1

8.3 수준별로본활동문제의복잡성을다르게하여제공하라 4 0 1
8.4 학생들의 역량 수준별로 코딩 및 피지컬컴퓨팅 도
구의활용방법을다른방식으로소개하라(수준이낮
을수록 도구의 활용방법과 원리를 기억, 이해, 적용
하는 활동을, 수준이 높을수록 분석, 평가, 창조하는

3.75 0.43 1



- 100 -

3.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의 효과

가. 설문조사 결과

개발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을 활용해서 수업을 적용하

기 전, 그리고 수업 후 사전, 사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황흥미,

창의적 자아효능감, ICT 활용에 대한 효능감, ICT 활용 유용성 인식에

대한 검사결과를 대응표본 T검증으로 검사했다.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평균이 향상되었다. 다만 유의하게 상승한 부분은 상황흥

미와 ICT 활용 효능감이다. 먼저 학생들은 본 활동을 굉장히 흥미있어

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프로그래밍 활동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에 학생

들은 흥미를 느꼈다.

저는 그 엔트리라는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코딩이랑 메이키 메

이키를 연결할 수 있었고 재밌고 쉽고 좋았어요(학생 D).

그리고 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디지털 도구 활용에 대해 새로운 것

을 익혔음을 인지했다. 그래서 현재 익힌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이 앞으

활동을통해도구활용방법을소개)
8.5 학생들에게기본문제해결과정과는별도로수준별부
분활동을 제공하라(수준 1의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도
구를 이해, 적용하는 활동을, 수준 2의 학생들에게는
산출물의분석을위한활동을, 수준 3의학생들에게는
산출물이나아이디어를평가, 창조하는활동을제시)

4 0 1

9. 학습환경과 상황맥락에 따른 지원 4 0 1

9.1 학생들의 요구나 산출물의 수준에 맞는 인지적인
피드백을제공하라

3.75 0.43 1

9.2 학생들의 요구나 산출물의 수준에 맞는 절차적인
피드백을제공하라

3.75 0.43 1

9.3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도움제공이 가능한
수업환경을조성하라

4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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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저도 신선하고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냥 엔트리, 그 중학교 같

은 데 올라가면 애들 그 프로그래밍 계속해야하는데 거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았어요(학생 A).

나.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의 변화

학생들은 본 연구에서 진단활동, 1차 산출물 제작활동, 2차 산출물 제

작활동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활동에 참여했다. 이 세 가지 범주의 활동

유형에서 수집한 학생들의 산출물을 역량 수준 진단도구에 따라 분류하

였다. 이때, 수준 4는 본 연구에서 수준 3의 학생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

인 목표로 활용하였기에 학생을 실제로 분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산

출물이 주어진 문제를 만족시키지 않았을 경우 수준 1, 산출물이 주어진

문제를 만족시켰지만 교사가 제시한 전형적인 형태대로 만들었을 경우

수준 2, 교사가 제시한 전형적인 형태 이상의 것을 만들었을 경우 수준

3으로 학생 역량 수준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작업 이후, 학생들의 창의적 디지털 역량수준이 3가지 활

동유형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비교하고자 하였다. 즉 진단활동과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자유도 T값

사전 상황흥미

사후 상황흥미

24

24

3.79

4.16

0.61

0.69

23

23
2.342*

사전 창의적 자아효능감

사후 창의적 자아효능감

24

24

3.54

3.66

0.71

0.75

23

23
.967

사전 ICT 활용 효능감

사후 ICT 활용 효능감

24

24

3.21

3.56

0.92

0.68

23

23
2.323*

사전 ICT 활용유용성인식

사후 ICT 활용유용성인식

24

24

3.82

3.97

0.74

0.76

23

23
1.011

*P<.05

<표 Ⅳ-9> 사전설문과 사후설문의 평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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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출물 제작활동과 2차 산출물 제작활동에서 진단한 학생들의 창의

적 디지털 역량수준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카이스퀘어 값이

21.99로 .001수준에서 창의적 디지털 역량수준이 활동 유형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즉 진단활동과 1차 산출물 제작활동과 2차 산출물 제

작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창의적 디지털 역량수준이 변화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진단활동 산출물은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이 제작한 산출물이

다. 교사는 학생에게 블록코딩과 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해서 산출물을 제

작해야 하는 문제를 제시했다. 이때 문제는 복잡성이 낮은 구조화된 문

제였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학생들의 산출물을 역량수준 진단도구에 따

라 분류하였다. 그 결과 수준 1에 7명의 학생이 분류되었으며, 이는 기대

빈도인 3.5명보다 높은 수치였다. 그리고 수준 2에 12명의 학생이 분류되

었으며, 이는 기대빈도인 12.5와 거의 비슷한 수치였다. 수준 3에는 4명

의 학생이 분류되었으며 이는 기대빈도인 7보다 낮은 수치였다. 즉 진단

활동에서는 통계적인 기대치보다 수준 1의 학생은 많았으며, 수준 2의

학생 수는 통계적인 기대치와 비슷했으며, 수준 3의 학생은 통계적인 기

대치보다 적었다. 결론적으로 진단활동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수준 1

이 통계적인 기대치에 비해 높았다.

1차 산출물은 총 12차시 수업 중 6차시 수업시간 이후 수집한 학생들

의 산출물이다. 1차 산출물 제작과 추후 설명할 2차 산출물 제작활동에

서는 진단활동과 달리 복잡하고 상황맥락이 있는 비구조화된 문제를 학

생에게 제공했다. 1차 산출물을 통해 학생의 역량수준을 진단한 결과 수

준 1에 4명의 학생이 분류되었으며, 이는 기대빈도인 3.8과 비슷한 수치

였다. 그리고 수준 2에 18명의 학생이 분류되었으며, 이는 기대빈도인

13.5보다 많은 수치였다. 수준 3에는 3명의 학생이 분류되었으며 이는 기

대빈도인 7.6보다 낮은 수치였다. 즉 1차 산출물 제작활동에서는 수준 1

의 학생은 통계적인 기대치와 비슷했으며, 수준 2의 학생 수는 통계적인

기대치보다 많았고, 수준 3의 학생은 통계적인 기대치보다 적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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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1차 산출물 제작활동에서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수준 2가 통계

적인 기대치에 비해 높았다.

1차 산출물 완성 이후, 교사는 학생들에게 성찰활동과 수준별 부분 활

동을 제공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기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추가적인

조건을 제공했다.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한 번 더 디자인 활동을 했다.

이러한 디자인 활동은 12차시까지 이어졌으며, 이때 수집한 산출물이 2

차 산출물이다. 2차 산출물을 통해 학생의 역량 수준을 진단한 결과 수

준 1에 0명의 학생이 분류되었으며, 이는 기대빈도인 3.7보다 낮은 수치

였다. 그리고 수준 2에 9명의 학생이 분류되었으며, 이는 기대빈도인 13

보다 낮은 수치였다. 수준 3에는 15명의 학생이 분류되었으며 이는 기대

빈도인 7.3보다 높은 수치였다. 즉 1차 산출물 제작활동에서는 수준 1과

수준 2 학생의 숫자는 통계적인 기대치보다 낮았으며, 수준 3의 학생 수

는 통계적인 기대치보다 많았다. 결론적으로 2차 산출물 제작활동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수준 3이 통계적인 기대치에 비해 높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진단활동과 1차 산출물 제작활동 및 2차 산출물 제작

활동에서 파악한 학생들의 역량수준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차

산출물 제작활동으로 갈수록 학생들의 역량수준이 더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의 창의적 디지털 역량수준이 수업이 진행되어감에 따

라 향상되었던 것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 Ⅳ-10>과 같다.

구분
창의적 디지털 역량수준

전체 카이제곱
수준 1 수준 2 수준 3

활동

유형

진단활동
7

(3.5)

12

(12.5)

4

(7)
23

21.99*
1차 산출물

제작활동

4

(3.8)

18

(13.5)

3

(7.6)
25

2차 산출물

제작활동

0

(3.7)

9

(13.0)

15

(7.3)
24

*P < .001, 관측빈도, 기대빈도

<표 Ⅳ-10> 학생들의 창의적 디지털 역량수준 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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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활동과 1차 산출물 및 2차 산출물에서 드러난 각 수준별 특이사항

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각 산출물을 역량 수준 진단 도구를 통

해 분석했을 때 메이키메이키의 활용방식에서 드러난 특징과 엔트리를

활용한 코딩에서 드러난 특징을 중심으로 결과물의 특이사항을 정리하였

다.

1) 진단활동

진단활동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블록코딩과 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해서

학교 종을 연주하는 미션을 제시했다. 이 때 모든 학생이 동일한 미션을

받았으며, 악기 연주 중 엔트리봇이라는 엔트리의 오브젝트가 한 걸음씩

화면 끝까지 걸어가야 하고 동요와 어울리는 배경이 있어야 한다는 구체

적인 문제해결 조건을 제시했다. 즉 문제 복잡성이 낮은 어느 정도 구조

화된 문제였던 것이다.

가)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 1

수준 1의 학생은 주어진 문제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한 학생이

다. 우선 엔트리봇이 화면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

한 학생들이 있었다. 보통 걸을 때는 걸음걸이의 변화와 움직임이 동시

에 일어난다. 그러나 어떤 학생은 걷는 동작과 움직임을 제대로 연결 짓

지 못해서 엔트리봇이 한 걸음씩 걷는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즉 걷는 동작 이후 움직임이 일어나거나, 움직임이 일어난 이후 걷는 동

작이 이루어지도록 코딩을 한 것이다. 또한 음악 연주에 불필요한 블록

을 덧붙인 경우가 있었다. 가령 하나의 실행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소리

가 나도록 할 경우, 같은 블록 두 개를 결합한 것이다. 이 때 두 번째 결

합된 블록은 산출물 작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불필요한 코딩블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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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의 구현과 불필요한 코딩 첨가

나)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 2

수준 2에 분류된 학생의 산출물은 문제에서 제시한 엔트리가 화면 끝까

지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한다는 조건과 학교 종을 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다. 하지만 수준 2 학생은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 이상의 프

로그래밍을 하지 않았으며, 교사가 시범을 보인 방법대로 코딩을 하였다.

[그림 Ⅳ-2] 교사가 시범을 보인 대로 코딩한 경우

다)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 3

수준 3에 분류된 학생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교사가

시범을 보인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산출물을 제작했다. 예를 들어 교

사가 알려주지 않은 함수를 활용해서 코딩을 한 학생이 있었다. 음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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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다른 버튼을 통해 입력하는 방식이 아닌 스페이스 바를 누를 때마

다 적절한 음이 나오도록 코딩을 한 것이다. 그리고 교사가 알려주지 않

은 조건과 관련된 코딩을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변수가 26번이 되었을

때, 즉 학교 종이 모두 연주되었을 때 말풍선이 등장하도록 코딩을 한

것이다.

[그림 Ⅳ-3] 교사의 설명이나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

이상의 효과를 구현

2) 1차 산출물 제작활동

1차 산출물 및 2차 산출물 제작활동에서는 복잡한 상황맥락이 있는 문

제를 제공하였다. 학생들이 해외 봉사활동을 간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한 악기를 만들어야 할 상황을 제공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문제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1차

산출물 제작활동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문제해결에 성공했지만 교사가 제

공한 전형적인 사례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수준 2에 속했다. 구체적인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별 특징은 아래와 같다.

가)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 1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 1로 분류된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산출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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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대로 작동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다. 수준 1의 속한 학생 중 몇몇은

코딩을 할 때 메이키메이키와의 연결을 고려하지 않았다. 메이키메이키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해서 입력가능한 키보드의 키

를 중심으로 코딩을 해야 한다. 그러나 몇몇 학생들은 숫자 키를 활용하

여 코딩을 하였다. 숫자 키는 메이키메이키로 입력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키보드 입력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버튼만 누르면 음악이

연주되도록 코딩을 했다. 즉 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해야 한다는 문제의 조

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그림 Ⅳ-4] 메이키메이키와의 연결을 고려하지 않은 코딩

산출물

또한 수준 1에 분류된 학생 중 일부는 코딩활동 자체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보였다. [그림 Ⅳ-5]의 학생은 불필요한 코딩을 덧붙여서 비효율

적인 방식으로 산출물을 시연하였다. [그림 Ⅳ-6]의 학생은 코딩에 대한

오류로 인해 음이 겹쳐서 연주가 되었다. 이로 인해 산출물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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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5] 불필요한코딩을덧붙임 [그림 Ⅳ-6] 오류가 있는 코딩

나)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 2

수준 2로 분류된 학생은 메이키메이키와 코딩한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산출물을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게 시연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학

생들의 산출물이 교사가 제시한 문제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즉 단순히 메이키메이키를 연결해서 소리가 나는 데

에만 신경을 썼으며, 효과적이고 편리한 활용, 다양한 소리의 연주, 혹은

시각적인 효과 등과 같은 문제해결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먼저 메이키메이키에 연결하는 도구에서 이러한 점이 드러난다. 하나

의 물체만을 단순하게 연결하거나, 여러 가지 종류의 전도체를 연결했지

만 해당 물체를 문제해결 목적에 맞게 변형하지 않았다. 그저 전도체들

을 아무런 조작이나 기준이 없이 메이키메이키에 그대로 연결했다.

[그림 Ⅳ-7] 여러 전도체를 연결 [그림 Ⅳ-8] 단일 전도체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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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키메이키에 물제를 연결하는 방식 뿐 아니라, 코딩에서도 수준 2

의 특성이 드러난다. 이 학생들이 유일하게 만든 코딩은 하나의 버튼을

눌렀을 때 하나의 소리가 나도록 하는 코딩이었다. 즉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도에서 코딩을 했다.

[그림 Ⅳ-9] 별다른 효과 없이 한 버튼에 하나의 소리를 연결

다)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 3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 3으로 분류된 학생들의 특징은, 문제해결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즉 문제해결을 위해 산출물을 제작하

되,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 이상의 추가적인 효과를 산출물에 반영하였다.

먼저 메이키메이키에 연결한 물체에서 이러한 특성이 드러난다. 수준

3에 속한 학생들은 메이키메이키에 물체를 그대로 연결하지 않았다. 자

신만의 방법으로 변형해서 연결하였다. 수준 3에 속한 학생들 중 일부는

사용편의성을 고려하고 자신의 개성을 반영해서 직접 메이키메이키에 연

결할 악기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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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자신만의 악기 제작

수준 3의 학생들은 코딩에서도 문제에서 제시한 최소조건 이상의 효과

를 구현하였다. [그림 Ⅳ-11]과 [그림 Ⅳ-12]을 보면, 악기를 만들 때 단

순히 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서서 화면도 함께 고려하여 코딩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교사가 제시한 악기 만들기라는 문제의 범위를 뛰어넘

는 활동이다. 특히 [그림 Ⅳ-11]의 학생은 교사가 알려준 방법이 아닌 자

신이 스스로 탐색한 함수와 리스트 기능을 활용해서 독창적인 방법으로

코딩을 하였다.

[그림 Ⅳ-11] 함수를 활용한 화면이펙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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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별도의 화면 효과를 추가

3) 2차 산출물 제작활동

2차 산출물 제작활동에서는 절반 이상의 학생이 수준 3에 분류되었다.

즉 다수의 학생들은 교사가 알려준 방법이 아닌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

디어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디자인한 것이다. 수준 3에 분류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산출물에 반영된 아이디어의 유형도 1차 산출물보다 더 다

양하게 나타났다.

가)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 2

수준 2에 속한 학생들은 1차 산출물 제작과정에서의 수준 2 학생 사례

처럼 하나의 메이키메이키 입력키를 누를 때 하나의 소리만 나도록 코딩

을 하였다. 그런데 몇몇 학생은 다양한 화면 장식 기능을 활용하기도 하

였다. [그림 Ⅳ-13]의 학생은 우주를 테마로 한 화면을 구성하였다. 자신

의 산출물에 변화를 주기 위해 디자인적인 요소를 변형한 것이다. 하지

만 각각 추가한 오브젝트가 따로 연주가 되거나 움직이는 등의 코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다양한 디자인적인 시도를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메이키메이키 입력키를 누를 때 하나의 소리가 나도록 코딩한 다

른 수준 2의 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산출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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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아무런 코딩효과가 없는 화면장식요소를 활용

나)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 3

2차 산출물 제작 활동에서도 수준 3의 학생은 도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름대로 변형해서 활용하였다. 1차 산출물 제작 활

동에서 보였던 사례처럼 자신만의 악기를 직접 만들거나, 메이키메이키

에 연결된 도구를 자신의 의도대로 분류하여 연결하기도 하였다. 수준 2

의 학생들이 여러 종류의 물체를 일정한 원칙이 없이 메이키메이키에 연

결하였다면, 수준 3의 학생들은 메이키메이키에 어떤 물체를 연결할지

분류기준이 뚜렷하게 세워져 있었다. [그림 Ⅳ-14]의 학생은 엔트리에

피아노와 마림바라는 두 가지 악기가 연주되도록 코딩하였다. 그리고 피

아노와 마림바에 해당하는 메이키메이키의 키를 각기 다른 물체로 연결

하였다. 즉 메이키메이키에 연결된 물체만 보고서도 해당 물체를 누르면

어떤 악기소리가 날지 예측할 수 있도록 물체를 연결하였다.

[그림 Ⅳ-14] 코딩된 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른 종류의 물체를

메이키메이키에 연결



- 113 -

메이키메이키에 연결할 물체에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순히 전

도체가 되도록 물체에 호일이나 알루미늄 테잎을 붙이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의도에 따라 물체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렸다. [그림 Ⅳ-15]

의 학생은 화면에서 보이는 악기에 대응하는 물체에 동일한 그림을 그려

서, 연주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림 Ⅳ-15] 물체에 화면에 보이는 악기 그림을 그려넣음

그리고 몇몇 학생들은 음악이 창의적으로 연주되도록 코딩을 구성하였

다. [그림 Ⅳ-16]의 학생은 메이키메이키로 연주자가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 별도의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도록 코딩을 하였다. 이러한 배경음악

으로 인해 보다 질 높은 연주가 가능했다. 더불어 하나의 버튼을 눌렀을

때 하나의 소리가 나야한다는 기존 악기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

[그림 Ⅳ-16] 외부 음악파일이 함께 연주되도록 코딩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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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음악을 [그림 Ⅳ-16]의 학생처럼 외부 음악파일에서 불러올 수도

있지만, [그림 Ⅳ-17]의 학생처럼 직접 배경음악을 제작할 수도 있다. 이

학생은 메이키메이키로 만든 악기를 연주할 때 자신이 함수를 활용해서

만든 음악도 함께 연주되도록 코딩을 하였다.

[그림 Ⅳ-17] 함수를 추가하여 여러 음이 순차적으로 연주되도록 함

그리고 어떤 학생은 보다 독특한 방식으로 연주되는 악기를 구안했다.

악기 연주에 스토리를 담은 것이다. 우선 악기 연주가 시작되면 화면에

서 악기 연주 방법을 설명해주는 캐릭터가 등장한다. 이 캐릭터는 악기

연주를 위해 해야 할 활동을 순차적으로 지시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캐

릭터가 지시한 활동을 할 때까지 진행을 멈추고 기다린다. 사용자가 목

표한 행동을 하면, 다시 캐릭터가 다음 활동을 설명하고 사용자가 캐릭

터가 지시한 활동을 할 때까지 진행을 멈추고 기다린다. 즉 악기 연주

뿐 아니라, 새로운 악기의 학습을 위한 기능까지 추가하여서 코딩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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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8] 연주 설명과 기다리는 시간을 함께 코딩하여

튜토리얼 기능 구현

그리고 1차 산출물의 사례보다 정교한 형태의 화면 효과를 디자인하기

도 하였다. 메이키메이키로 어떤 하나의 음이 연주가 될 때, 단순히 오브

젝트가 움직이거나 장면이 전환되는 정도의 효과를 넘어서서, 각 음에

해당되는 악기의 색이 잠시 동안 변하도록 코딩을 한 것이다. [그림 Ⅳ

-19]는 해당 오브젝트에 대한 입력신호에 대응하여 서로 다른 화면 효과

가 발생하도록 코딩한 사례를 보여준다.

[그림 Ⅳ-19] 악기 연주에 대응하도록 화면 이펙트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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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자인 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반응

1) 디자인 수업에 대한 교사의 반응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후, 교사는 본 디자인 수업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

다.

먼저 학생의 역량 수준에 따른 개별적인 지원이 효과적이었다는 점이

다. 해당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이 수업을 실시하기 전 수준별 수업이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교

사는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준별 지원의 원리

가 다양한 역량 수준을 가진 학생의 학습 요구를 충족시켰음을 확인했

다. 실제로 수업을 진행한 결과 학생이 자신의 역량 수준에 대한 위화감

을 갖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학습에 몰입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저는 사실 모 수준별로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거

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반의 모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아이들에 비해

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앞서 받아서 좀 약간 시시할 수도 있는 과업이고

그런데 거기에 맞게 좀 더 도전적인 과제가 부여되니까 굉장히 고무되는

모습을 좀 보이더라구요. 본인도 이제 눈치로 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은 저도 봤을 때 어 기대했을 때보다 위화감도 없고 나쁘지 않았다 생각

이 듭니다(교사).

그리고 교사는 문제 중심의 학습이 학생의 유의미한 학습을 이끌었다

고 응답했다.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수업이 문제로부터 시작할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를 적용한 디자인

수업에서도 기능을 먼저 익히고 연습문제를 푸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일

단 문제를 먼저 접하고 모르는 기능이 있으면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익히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익히는 모든 코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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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컴퓨팅 도구 관련 지식은 수업의 목표가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중심의 활동이 학생이

해당 도구 활용방법을 익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를 어떤 맥락에

서 활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수업방식이

학생들로 하여금 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단순

한 사실 기억이 아닌 유의미한 형태의 지식으로 구성하도록 촉진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문제부터 제시한 부분

이 저는 굉장히 교육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구자께서 지적하셨듯이 언플러그드 활동이라든지 기능1을 배

웠으면 그 다음 기능2를 배우고 그 다음 심화로 기능 3을 배우고 이렇게

가면 모 순차적으로 어떤 애들이 과업을 수행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문

제가 있어요. 왜 이걸 활용하는지 의미부여, 동기부여를 하기가 쉽지 않

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체육과 수업에서 비슷한 예로 이해중심수업모형이

라 그래서 일단 게임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모여서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알고 나서 기능 연습을 하게 되면 단순히 기능 연습을 반복하

는 것 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육적 효과가 나고 그

러다보니까 문제부터 제시하니까 아이들이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어떤 기능이 필요할지를 교사가 먼저 발문을 하고 그걸 탐색해가는

과정에서 아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되는구나. 엔트리에 이 기능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전 이게 1차적으로 일단 가장 교

육적인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교사).

그리고 교사는 학생 중심의 활동이 학생들의 역량향상을 촉진했다고

응답했다. 디자인 수업의 주체는 학생이었다. 학생은 문제해결을 위해 스

스로 도구를 탐색하고 아이디어를 형성했다. 그리고 자신만의 아이디어

를 적용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산출물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교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적 절차를 제시해주지 않았지만, 학생은 스스로 문

제해결을 위한 절차를 찾아내었고 결국 산출물을 만들었다.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공부를 하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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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얄팍하게 맛보기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게 연구자가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많이 되었는데 아이들 스스로 생각보다 많이

배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같아요. 애들이 물론 나도 좀 공부

해서 도와주는 것도 있었지만 아이들 스스로가 참 필요한 부분을 갔다가

찾아내면서 배워가고 그로 인해서 결과물이 1차보다 2차 때 더 나아지고

2차보다 3차 때 더 나아지고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은 들어요(교사).

또한 교사는 디자인 과정에 대한 성찰 활동이 학생의 역량향상을 촉진

했다고 응답했다.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산출물을 디자인한 이후,

디자인 결과와 과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 활동을 강조한다. 학생들은 성

찰을 통해 자신이 만든 산출물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음보다 더 발전된

수준의 산출물을 만들었다. 학생 스스로 성찰 활동을 통해 산출물을 발

전시킬 수 있는 지식을 구성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제가 좋았던 것이 아이들이 성찰을 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간 중간 멈춰서 자신의 수행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돌아보고 그것을 갖다 다시 리뷰하면서 어떻게 좀 개선 발전시킬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좋았어요. 저는 꼭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이들이랑 토론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꼭

하고 나서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음 생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론을 거쳐서 바뀌게 된 생각을 글로 정리하게끔 요구를 하는데

이 것도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서 제 교육관과도 부합했고 수업 모형 중

에서 제일 교육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교사).

반면, 교사는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의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첫째로 수업 적용에 활용한 메이키메이키 도

구의 활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디자인 수업에서 활용한

메이키메이키는 구현할 수 있는 버튼과 키가 이미 코딩이 되어있는 아두

이노 기반의 회로 기판이다(Collective, & Shaw, 2012). 그래서 처음부터

코딩이 가능한 아두이노에 비해 표현할 수 있는 산출물의 범위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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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래서 이 도구를 활용해서 규모가 남다르거나 시각적으로 독특한

작품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학교 교육에서 화려한 표현

이 가능한 피지컬컴퓨팅 도구를 활용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

적인 제한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비록 화려한 것을 만들

수는 없지만 적은 비용으로 활용 가능하면서, 동시에 제한된 범위지만

어느 정도 다양한 종류의 산출물 구현이 가능한 메이키메이키를 선택했

다.

메이키메이키는 애들 반응을 보니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것은

아주 멋진 것 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애들이 오 내가 이런 것을

했단 말이야. 약간 이런 것까지 가기에는 약간 약하지 않았나 싶었지만

또 그런 것을 하려면 어차피 아이들이 더 어려운 걸 배워야 되니까 현실

적인 부분에서는 적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교사).

그리고 교사는 일반 교사가 구현할 때 평소 수업에 비해 준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이 수업을 활용할 때 교사에게 부담

이 될 수 있다. 기존 한 가지 수준의 학습을 준비하던 것에서 벗어나 최

소 세 수준의 학습과 그들에게 제공할 적응적 지원 자료를 준비해야 하

기 때문이다. 물론 교사가 준비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다. 그러나 분명

기존의 교과수업에 비해서는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서 교사가

이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하기 주

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와 협력을 해서 2인이 머리를 맞대

고 한 건데, 근데 이것을 일반 교사가 할 때 1인이 수준별로 맞는 이것

을, 과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이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업도

병행을 하면서 현실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제고해볼만한 가치가 있

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 수업모형에서 제

가 생각한 것은 이 수업 모형의 한계라기보다는 어 그거에요 실제로 구

현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너무 힘들면 구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1

차적으로 수준별로 제시하는 과제는 분명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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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게 맞는 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벅차서 실제로 구현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교사).

끝으로 교사는 학생이 활동을 할 때 직접 적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은 보통 쓰는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이기에, 종이에 쓰는 활동보다는 태블릿이나 컴퓨터 혹

은 스마트 폰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더 익숙하다. 이

러한 관점에서 교사는 본 수업에서 학생이 활동지에 작성해야 할 것이

많았다는 점을 개선점으로 생각했다.

이제 역시 그다음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이야기하자면 어 이것도

역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많이 쓰는 것, 뭔가를 많이 쓰는 것, 많이

쓰는 것은 아이들이 쓰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자꾸 쓰게끔 하니까 수업도 약간 지지부진 하는 것 같고 어

떤 쓰는 것 때문에 수업도 조금 지지부진해지는 부분, 어 그리고 애들이

요즘 아이들이 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오는 어떤 반감 혹

시 모를 어 그래서 실제로 구현할 때에는 주로 애들과 토론하거나 의견

교환 쪽으로 많이 하고 워크시트를 쓰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낫지 않

을까 일단 생각은 좀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보완에 대한

부분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어요(교사).

2) 디자인 수업에 대한 학생의 반응

학생들은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응답을 제시했다.

먼저 학생들은 학생역량 수준에 따른 개별적인 학습과 지원이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

을 위한 디자인 수업에서 학생들은 한 교실 안에서 자신의 역량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학습한다. 학생들은 본인의 역량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스캐폴딩을 제공받으며, 서로 다른 부분연습 활동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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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역량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

한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고, 역량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과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매력을 느꼈다.

저 저도 이번 그 수업 조는요. 그 잘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그 중간인 애

들끼리 모이고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서요. 따로따로하면 좋겠어요(학생 C).

지금처럼 그 실력에 따라 조를 나눠서 다 따로 따로따로 줘서. (아 그

런 점이 좀 도움이 됐나요?) 네. 좀 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할 수 있게. 저

도 몇 번 빌려서만 써봤지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에요(학생 C).

할 때 설명이랑 그 설명지 나눠 주는 거 그걸 보고 하니까 좀 더 이해

가 쉽게 되고 빨리 해결할 수 있었어요(학생 E).

추가적으로 학생들은 수준별로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모든 학생이 같

은 활동을 할 때보다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했다. 이 사실을 진단활

동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 미션이었던 진단활동에서는

역량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같은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이때 학

생들은 진단활동 문제 수준이 모든 학생에게 적절한 과제가 아니었음을

지적했다.

저는 처음 미션 때 그것을 만들어서 그 동요를 하나 선택해서 하는 건

데 제가 그 때 비행기를 선택했는데 그게 음이 3개 밖에 안 나와서. 제가

다른 애들에 비해 좀 엄청 빨리 만들었거든요. 기본 아이템만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쉽게 느꼈었는데 다른

애들은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학생 A).

둘째로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자기효능감 형성

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에서 학생들은 모두 자신만의 산출물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문제

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산출물을 만드는 모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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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학생 본인이 주도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성취감을 느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한 피지컬컴퓨팅 도구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 피지컬컴퓨팅 도구는 학생 본인이 생각한 해결안을 실제세

계에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결과를 추상적인 언어가 아닌 구체적으로 조작 가

능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Przybylla & Romeike, 2014; Sullivan &

Igoe, 2014). 학생들은 펜과 종이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보다, 피지컬컴퓨

팅을 활용한 디자인 활동을 했을 때 보다 생생한 성공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성공경험은 향후 학생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Bandura, 1977).

저는 그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게 좀 신기했고 나중에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어요(학생 E).

저는 기억에 남는 걸 먼저 말하면 제가 일단 저 혼자 힘으로 만드는

게 처음이었는데 그냥 이 수업 자체가 기억에 남고 아쉬운 점은요 너무

짧아요(학생D).

셋째로 학생들은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가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본 활동에서는 컴퓨터를

많이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도 쉽게 활동에 참여해서 자신만의 산출물을

만들 수 있었다.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

뿐 아니라, 처음 소프트웨어 교육을 접하는 일반 학생들도 다양한 컴퓨

터 활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 것이

다.

이 수업의 좋은 점이요? 일단은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도 뭔가 이렇게

쉽게 하면서 컴퓨터를 좀 잘 알아가는 것 같고(학생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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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저는 그 저는 메이키메이키를 많이 다루어 봤잖아요. 그 메이키메이

키를 처음 다뤄보는 다른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친구한테 그 어 쉽

게 알아볼 수 있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학생 C).

넷째로 학생들은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중 다른 학생과의 상호작용

을 강조한 원리가 역량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본 디자인 수업

에서는 아이디어 형성을 할 때, 그리고 산출물 제작 후 피드백 과정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학생들은 학생들과 상호작용하

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힌트를 얻었다. Vygotsky(1986)는 스캐폴

딩을 통한 문제해결이 곧 역량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한다. 본 수

업에서는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문제해결을 위한 스캐폴딩 역할을 했다.

아이디어를 형성하고 산출물을 수정할 때 제공한 협력활동이 학생들의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에 도움을 준 것이다.

저는 처음에 그 연 그 처음에 메이키메이키 할 때 친구가 연필심도 전

기가 통한다고 해서 연필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했어요(학생 D).

수업 방법은 설명으로는 뭔가 혼자 하기는 어려웠는데 친구들이 도와

주는 게 더 빨랐어요(학생 B).

모르는 것을 친구들과 나누고 배우는 것이 좋았습니다(주관식 설문응답).

친구들과 같이 만들고 의견을 나눌 수 있던 점이 좋았다(주관식 설문응답).

반면 학생들은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에 대한 개

선점도 함께 이야기했다. 먼저 학생들은 수업 적용에 활용한 메이키메이

키 도구의 사용편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생들은 메이키메

이키에 있는 다양한 전선들을 정교하게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메

이키메이키 전선 연결을 성공한 상황에서도 이들을 구분해서 산출물의

시연을 할 때 불편함을 느꼈다. 작은 키트에 전선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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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전선이 어떠한 키보드의 키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음. 그 좀 대체적으로 좋은데 메이키메이키를 이용하다가 전선이 여러 개

꽂히잖아요. 근데 그 전선들이 정리가 안돼서 되서 좀 공간도 좁고 그러니

까 자꾸 엉망진창이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고 해야 하나(학생 A).

집게 전선 같은 것도 열었다 닫았다 하기가 정리하기도 힘들어서 너무

아쉬웠어요(학생 D).

그리고 학생들은 수업 기간이 짧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생들은 본 연

구를 위한 수업이 일시적이라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연구기간

의 제한점으로 인해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을 1개

문제 상황에서만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일반인들이 디

지털 기기를 활용한 콘텐츠의 디자인을 통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한다

(Gubbi et al., 2013). 즉 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디자인능력

이 읽기 쓰기 셈하기처럼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한 기본 능력이 되는 것

이다(Kafai & Burke, 2013; Kafai et al, 2014). 그래서 일회적인 수업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에서 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디자인

수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소프트

웨어 교육과정에서 확보한 한정적인 시간에 본 활동을 진행하기보다 다

른 교과와 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지속적인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어 딱히는 없는데 그 수업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쉬웠어요, 2주

밖에 안되니까. 아 2주에서 3주?(학생 C).

일단은 아쉬웠던 점이 좀 짧았어요. 이 기간이 벌써 다음 주가 마지막

이어서 짧았고 그냥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좀 더 오래 했으면 좋겠어

요(학생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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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창의적 디지털 역량의 개념을

먼저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창의적 디지털 역량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기기를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해결책

과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다(Carretero et al., 2017;

Sefton-Green, 2013). 이 정의를 바탕으로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

한 세 가지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는 경험주의 원리에 기반을 둔 메이킹,

창의적 아이디어 형성 촉진, 학생활동의 적응적인 지원이다. 그리고 각

세 범주와 관련된 선행문헌으로부터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

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때 필요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 상세지침을 추가로 개발

하였다.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기능의 연습보다는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산출물 제작

에 초점을 둔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는 문제해결보다는 기능연

습을 강조했다.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해결은 기능연습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졌다(Kafai & Burke, 2013). 이는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2019년도부터 적용되는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목

표에는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이라는 목표가 없으며, 이는 중학교 교육과

정에서 컴퓨팅과 문제해결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등장한다. 즉 현재 우

리나라에서 가장 최신에 개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기능을 먼저

익히고 문제해결 활동을 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첫 번째는 실

제적인 문제 중심의 활동이다. 기능연습에 앞서서 실제적인 문제가 제시

되며, 기능연습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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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목표한 산출물을 만들 때 필요한 기능이 부족할 경우, 학생들은 이

미 만들어진 다른 작품을 수정하여 자신의 작품으로 발전시키는 리믹스

를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완성된 산출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굳이 기능을

모르더라도 목표한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에는 온

라인을 통해 모든 생산 공정과 코드가 공개되기에 처음부터 무언가를 만

들어 낼 수 있는 기술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이를 자

신만의 독창적인 산출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Awazu & Desouza, 2004). 따라서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이를 반

영해서 기능보다는 21세기 실제적인 문제해결에 필요한 역량향상에 초점

을 둔다.

둘째, 위와 같은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표현수단의 하나로써 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를 활용

해야 함을 강조한다.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전문적인 코딩언어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활용이 가능한 블록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를 활용

할 것을 강조한다. 21세기가 디지털 시대지만, 아직 컴퓨터에 관심 없는

학생도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인차가 매우 큰

편이다(김종민 등, 2017). 게다가 지금까지는 전문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를 통해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보다 전

문적인 코딩언어를 배우고, 컴퓨터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컴퓨터로 콘

텐츠를 창조하는 활동에서 완전히 멀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서술

했듯이 21세기는 누구나 콘텐츠를 창조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누구나 자

신을 표현하기 위한 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은 기본 수단으로 코딩을 활

용할 수 있어야 한다(Kafai & Burke, 2013; Kafai et al, 2014). 그래서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코딩언어의 학습보다는 실제 학생들이 콘텐

츠를 디자인하는 메이킹 활동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블록코딩과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블록코딩은 코딩을 잘 모르는 학

생들도 쉽게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해준다(Resnick et al, 2009). 피지컬컴

퓨팅 도구는 학생이 장난감처럼 직접 손으로 조작이 가능한 도구이기에,

컴퓨터에 거부감을 가진 학생도 쉽게 디지털 세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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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Lee et al., 2014).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이러한 블록코딩과

피지컬컴퓨팅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다.

셋째, 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을 지향한다. 본 디자인 수업 설

계원리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산출물 제작을 지원하는 원리와

지침을 제시한다. 이점은 우리나라 2015 개정 소프트웨어 교육과정과 구

별되는 내용이다. 2015 개정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인 아이

디어 형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제안하지 않는다. 이미

만들어진 산출물을 새롭게 수정하고 발전시킨다는 항목이 있지만, 이 과

정에서 새로운 산출물의 수정을 위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5 개정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

는 수업모형들을 보고서에 제시했는데, 이 중 어떠한 것도 창의적인 아

이디어 형성 촉진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평가 루브릭에도 산출물의 창의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 없다(김진숙 등, 2015).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21

세기 사회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창

의성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교육과정의 문제는 보완되어야 한다(Hill,

1998).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을 지원하는 원리와 지침을 포함하였다.

넷째,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학습을 지향한다. 역량은

학생들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험적 배경

에 따라 역량의 수준도 달라진다. 즉 역량은 교사가 예측해서 주입할 수

있는 형태의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역량은 학생 스스로 학습해야 하며,

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역량 성장 과정을 수준과 요구에 맞게 적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

업 설계원리에서는 학생의 역량 수준별 서로 다른 지원을 위한 원리와

상세지침을 포함한다. 산출물을 통해 학생의 역량 수준 진단이 이루어지

고, 각 학생 수준별로 서로 다른 과제와 스캐폴딩이 제공되는 것이다. 더



- 128 -

불어 미처 교사가 예측하지 못한 학생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업 중

발생하는 학생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스캐폴딩에 대한 원리도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에 포함시켰다. 더불어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

한 환경에 관한 원리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환경 구성에 대한 지침도 추

가함으로써, 추후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 교실 상황이 변해도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이를 구성하

고자 했다.

본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특징 4가

지를 종합해보면, 실제적인 메이킹, 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의 일상적

인 활용, 창의적 아이디어 형성 촉진, 그리고 적응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

들의 지속적인 역량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

해 본 수업모형은 2015 개정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업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실제적

인 활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4가지 사항을 논의해볼 수 있다.

1)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의 효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은 학

생의 반응과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 진단결과를 근거로 할 때 학습 효

과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실

시한 설문을 통해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가 학생의 수업에 대한 흥미

와 ICT 활용에 대한 효능감을 향상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진단활동, 1차 산출물 제작활동, 2차 산출물 제작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디자인한 산출물의 수준을 역량수준 진단도구를 통해 비교한 결과, 학생

들의 창의적 디지털 역량수준이 점차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변인통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진 실험 연구가 아니기에 이 효

과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동일한 학생이

진단활동, 1차 산출물 제작활동, 2차 산출물 제작활동에 참여했기에 이

효과를 온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효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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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제한점이 있는 것이다. 더불어 보다 확실한 효과검증을 위해서는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을 본 연구에서는 학생과 교사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내용을 통해

보완하였다. 우선 학생들은 수준별 수업이 자신의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이야기했다.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

에게 맞는 스캐폴딩 제공을 통해 디자인 활동에 잘 참여했고 필요한 기

능의 이해가 수월했다고 답했다. 또한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도전적인

과제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밖에 학생

스스로가 주도하여 산출물을 완성한 점과 학생들끼리 협력해서 아이디어

형성을 했던 점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교사 입장에서도 학

생들에게 제공한 성찰활동과 상황맥락이 결합된 문제중심의 학습이 학생

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즉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에 속

한 다양한 원리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디지털 역량

향상에 영향을 준 것이다.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산출물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진단활동이나 1차 산출물 제작활동에 비해 2차 산출물 제작활동에

서 더 많은 학생들이 문제 조건도 만족하면서 교사가 제시한 사례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산출물을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악기를 만

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되었을 때, 현재 악기와는 다르게 배경음악

재생기능을 추가한다거나, 악기에 스토리를 가미한 튜토리얼 기능을 추

가하는 등의 다양한 산출물이 제작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가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추후 이

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적용 없이

디자인 활동을 하는 통제집단을 둔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2)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의 제한점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

을 실시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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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수업에서 활용한 메이키메이키 도구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교사는 메이키메이키가 표현할 수 있는 산출물의 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

되어 있다는 단점을 이야기했다. 미리 회로기판이 코딩되어 있어서, 초보

적인 학생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화려하고 수준 높은 산출

물의 구현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학생은 메이키메이키의 사용 편의

성에 관한 문제를 제시했다. 학생들은 메이키메이키에 연결된 물체를 보

기 좋게 분류할 때 어려움을 느끼거나, 전선이 꼬이거나 연결 불량이 생

기는 등의 문제를 겪었다.

피지컬컴퓨팅 도구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물체로, 이를 구입하기 위

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면서 구현 가

능한 산출물의 범위가 넓은 아두이노는 초보 단계의 학생이 활용하기에

는 어려운 기기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지컬컴퓨팅 도구를 선정할 때에는

이상적인 면뿐 아니라, 실제 교실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택한 기기가 메이키메이키이

다. 메이키메이키는 햄스터봇이나 오조봇과 같은 완성형 기기보다는 구

현 가능한 산출물의 범위가 넓으면서 아두이노보다 다루기 쉽다. 더불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도구에 대한 개선점

이 존재했기 때문에 추후 초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의 피지컬컴퓨팅 도구의 탐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구에 대한 논의가

최종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인 <표 Ⅳ-1>의 상세지침 2.2, 2.3, 2.4에 반

영되어 있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이 본 수업에서 써야 할 것이 많았다는 점을 개

선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아이디어 형성 활동 단계에서 학생들은 자신들

의 아이디어를 종이로 된 활동지에 표현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종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에 아이디어 형성을 위한 활동을 위한 임철일 등

(2014)의 S³CPS(Smart Support System for Creative Problem Solving)

와 같은 창의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온라인 도구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

다. 이는 그룹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아이디어 생성과 Hit, PMI와 같

은 아이디어 수렴활동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러한 도구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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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아이디어 형성을 위한 그룹 활동을 촉진하며, 교실뿐 아니라 온

라인에서도 아이디어 형성이 이루어지기에 방과 후에도 학생들을 아이디

어 형성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자신과 떨어져 앉은 학생의 아이디

어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온

라인 도구의 사용으로 인해 학생은 아이디어를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으며,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무엇보다 이러한 테크

놀로지의 활용은 학생들이 종이에 쓰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쓰는 활동 자체가 아닌 아이디어를 형성하는 활동 자체에 학생이 몰입하

도록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활동 하나를 제거해줌으로써

수업에 대한 흥미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온라인

테크놀로지의 장점을 본 수업 설계원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세지침의

예시를 수정하여 <표 Ⅳ-1>의 최종 수업 설계원리에 반영하였다.

3) 교실에서의 수준별 학습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다양한 역량 수준의 학생들을 고려하기 위

해, 수업 중 수준별로 다른 활동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본 수업을 실

제로 실행해 본 이후에 교사는 수준별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

게 되었으며, 학생들도 수준별 서로 다른 교사의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적절한 스캐폴딩을 제공받았

다는 점에서,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도전적인 활동

을 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생 수준별로 서로 다른 활동을 계획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학생들을 수준별로 다르게 가르쳐

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VanTassel-Baska & Stambaugh, 2005). 이로 인해 교실에서는 수준별

수업이 이뤄지지 않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교실에

서 수준이 높은 학생은 수준이 낮은 학생의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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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다. 이러한 방식의 지원은 수준이 낮은 학생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수준이 높은 학생의 학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Clinkenbeard, 2012).

수준이 높은 학생에게는 그들 수준에 맞는 또 다른 과제가 필요하다

(Clinkenbeard, 2012; VanTassel-Baska & Stambaugh, 2005).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현재 역량 중

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기에 이전보다 더욱 수준별 수업을 교실에서 강조

할 필요가 있다(교육부, 2015). 역량은 학생들의 경험으로부터 생성되기

에 학습자마다 그 특성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Voorhees &

Voorhees, 2017). 즉 역량 중심 수업이 기존의 지식과 기능 위주의 수업

보다 학생의 개인차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서로 다른 학생의

특성을 지원하려면 역량 수준에 따른 적응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van

Merriënboer et al., 2002). 따라서 수준별 교육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논

의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다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실 안에서 학생

의 역량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방법적인 측면의 논의

가 필요하다.

4) 역량 수준의 평가

대한민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역량향상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 2015). 본 연구도 창의적 디지털 역량이라는 역량의 향상을 목

표로 한다. 그런데 역량은 학생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Voorhees & Voorhees, 2017). 즉 역량은 특정한 맥락과 연결

되어 형성되는 지식이다. 그래서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따로

분리한 사실적 개념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특정 맥락에서 보인 수행 자

체를 평가해야 한다(McMillan, 2007).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수업에서의 실제 수행은 산출물

을 통해 드러난다. 그리고 그동안의 많은 연구에서도 학생의 창의적인

특성이 학생들이 만든 산출물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Besemer, 1998; Basemer & Treffinger, 1981; O’Quin & Bese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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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Tschimmel, 2012). 따라서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에서는 학생의

산출물 수준을 곧 그 학생의 창의적 디지털 역량 수준으로 간주한다.

한편, 학생들의 창의적인 특성을 평가하려면 산출물 뿐 아니라 창의적

인 사고과정 그 자체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교사가 학

생의 창의적인 사고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사고과정이 관찰

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야 한다(Fonteyn, Kuipers, & Grobe, 1993;

Straka, 2004). 그래서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역량이 발현되

는 학생 행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Straka, 2004). 본 연구

에서는 현재 한 명의 교사가 학생들의 활동을 일일이 점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학생들의 산출물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점은 역량 수준의 평가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기존 연구에서 창의적인 산출물이 학생의 창의적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

한다고 결론을 내고 있으며(Besemer, 1998; Basemer & Treffinger,

1981; O’Quin & Besemer, 1989; Tschimmel, 2012), 보다 세밀한 창의적

인 과정을 평가하려면 학생들의 중간산출물까지 평가과정에 넣는 포트폴

리오 방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van der Schaaf et al., 2017). 즉

평가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이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학생의

중간산출물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역량 수준 진단도구로 평가가 가능하

다.

이처럼 산출물을 통한 평가가 역량 수준 진단에 효과적이지만, 아직까

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평가에 대한 편견이 이러한 평가방식을 실제 현

장에 적용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지필평가에 비해서 수행평가에서 받은

점수를 교육수요자가 납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백순근,

2000).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 수요자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지식

에 대한 관점이 미래사회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이의 평가방법에 관한 끊임없는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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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로 창의적 디지털 역량 개념을 통해 21세기에 추구해야 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21세기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모든 사람이 콘텐츠

생산의 주체가 된다(Quinlan, 2015). 이러한 시대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콘텐츠를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디자인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Carretero et al., 2017; Gallardo-Echenique et al.,

2015; Hatlevik & Christopherson, 2013; Ferrari, 2012; Ala-Mutka,

2011; Ilomäki et al., 2011; Calvani et al., 2008). 이와 관련하여 현재 컴

퓨터적 사고력이 강조된다(Wing, 2006). 하지만 컴퓨터적 사고력은 창의

적인 디자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다

(Brennan, & Resnick, 2012). 컴퓨터적 사고력은 문제해결과정에 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과정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다(Lye & Koh,

2014). 이로 인해 컴퓨터적 사고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소프

트웨어 교육과정에도 상대적으로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 부족하

다(교육부, 2015; Lye & Koh, 2014).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이 2015 개정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한 평가 루브릭에는 창의성에

관한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교육부, 2015; 김진숙 등, 2015; Lye & Koh,

2014). 그래서 컴퓨터적 사고력 개념을 보완하면서 미래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설명해줄 수 있는 종합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개념으로 창의적 디지털 역량을 제안한다. 창의적

디지털 역량은 컴퓨터적 사고력의 바탕 위에 창조적인 협력과 문제해결

기술, 그리고 창의적인 디자인능력을 모두 강조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Sefton-Green, 2013). 즉 컴퓨터적 사고력에서 강조하는 능력과 디자인

사고과정에서 강조하는 능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처럼 창의적 디지털 역

량은 21세기에 강조해야 할 핵심역량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개념이기

에, 학교에서 추구해야 할 새로운 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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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21세기의 핵심역

량을 학교 수업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

공한다. 많은 연구에서 21세기에 필요한 역량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구성

주의 철학에 근거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구성주의

철학의 교육을 실제 수업에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명확한 지침을 주는

연구는 많지 않다(Scheer et al., 2012).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총론에

서는 21세기 역량을 위한 구성주의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르쳐야 할 6가지 역량을 제시한다(교육부, 2015).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각 교과 각론의 성취기준을 지식과 이해 중심으로 구성

했다. 총론은 역량중심으로 교육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전히 교과서는 지

식과 이해중심인 것이다(소경희, 2015).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이 역량

향상을 위한 구성주의 철학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스스로

재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자료를 현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이러한 문제

를 보완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 된다. 왜냐하면 구성주의 철학은 경험

주의 기반의 디자인 활동을 통해 실제 수업에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

다(Scheer et al., 2012). 구체적으로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경험주의

에 기반을 둔 메이킹 활동과 디자인 사고과정과의 융합을 강조하면서,

구성주의 철학이 추구하는 바를 수업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먼저 경험주의에 기반을 둔 메이킹 활동은 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를

활용해서 이루어진다. 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는 자신의 경험을 실제

세상에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내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추상적인 경험

은 눈에 보이고 조작이 가능한 형태가 된다. 더불어 학생들은 이 구체물

의 조작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수정한다. 즉 학생들이 본

디자인 수업에서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물체의 조작이 아닌 구체적인 산

출물 조작을 통한 지식의 구성이다.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이러한

학생들의 실제적인 메이킹 활동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구성주의에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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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경험을 통한 지식의 구성을 촉진한다(Przybylla & Romeike, 2014).

또한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산출물을 제작한

후, 다시 실제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반복적인 디자인 사고과정은 구성주

의가 추구하는 교육방법과 일치한다(Scheer et al., 2012). 구성주의 기반

의 경험학습 과정에서도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식을 구성하고, 이

를 반복적으로 실제 세상에 적용하여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Kolb, 2014).

즉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는 미래사회

에서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이

고 구체적인 안내를 제시한다.

그런데 본 연구가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디

자인 수업 설계원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가 추가적으

로 더 필요하다.

첫째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메이키

메이키를 활용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피지컬컴

퓨팅 도구는 다양하다. 어떤 도구는 활용법이 쉬우면서 도구 활용범위가

제한적이고, 또 어떤 도구는 활용법이 어렵지만 전문적인 수준의 아이디

어 구현이 가능하다(Prato, 2017). 즉 도구에 따라 학생들이 디자인할 수

있는 산출물의 종류가 달라진다. 따라서 메이키메이키 뿐 아니라 다른

피지컬컴퓨팅 도구를 활용했을 때 사례를 연구하여, 본 수업 설계원리에

서 제시한 상세지침의 예시를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을 국어, 수학, 과

학 등 다양한 교과와 융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에 실제적인

문제해결에는 융합적 사고가 필수이다(백종호, 정대홍, 조영환, 2016;

Scheer et al., 2012).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

을 다른 교과와 분리해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교육부, 2015). 소프트웨

어 교육을 분리해서 시행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교육의 방향이 알고리즘

과 소프트웨어의 기능 교육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이철현, 2015). 실제로

2015 개정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은 실제적 문제해결 보다는 프로그래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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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소양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15; 김진숙 등,

2015). 그러나 학생들이 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를 미래사회 문제해결

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기능에 대한 지식 학습보다는, 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은 기본적인 표현방법의 하나로 도구를 활용해보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Kafai et al., 2014). 이를 위해 특정 컴퓨터 시간 뿐 아니라

다른 교과가 결합된 다양한 융합 문제를 코딩과 피지컬컴퓨팅 도구를 활

용하여 해결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코딩과

피지컬컴퓨팅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임을 인식할 것이다.

셋째로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의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를 진행할 필

요가 있다. 특히 본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에서 학생 역량 수준에 따른

적응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의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한 교실

에서 수준별로 다르게 교육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교사가

존재한다. 과연 본 연구의 효과가 수준별 지원과는 상관없이 그저 새로

운 내용을 배웠거나 학생의 자연스런 성장으로 인한 것인지, 수준별 지

원이라는 요소가 확실히 학생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집단을 두지 않았기에 이러한 수준별 지원

의 효과가 곧 학생의 역량 성장으로 이어졌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제한점

이 있기 때문이다. 즉 구성주의 맥락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실제

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학생 수준별 서로 다른 지원이 실제로 효과가 있

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창의적 디지털 역량의 개념과 이를 구현

하기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가 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이를 실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그리고 보다 완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로 발전하기 위해, 추후 다양한 사례연구와 본 디자인 수업 설

계원리에서 제안한 원리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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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차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원리

범주 원리 및 상세지침 예시

경 험 주의

원리에 기

반을 둔

Making

1. 실제적인 문제 중심의 활동
1.1 상황맥락이있는문제를제시하라

-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접
할수있는문제를제시

1.2 다양한 해결안이 나올 수 있는 열린
문제를제시하라

1.3 문제 상황의 공감적인 이해를 위한
활동을제공하라

- 문제 상황에 등장하는 사람
의 내적, 외적인 요구와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
도록안내

1.4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명확히 정의
하도록안내하라

- 학생들이 교사가 제시한 문
제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
만의 용어로 문제를 정의하
도록안내

2. Making활동을 위한 피지컬컴퓨팅 및 코딩도구의 활용
2.1 도구 자체에 대한 개념적 이해보다는,
산출물 제작을위한활용에초점을두
어수업을구성하라

- 코딩 및 피지컬컴퓨팅 도구
자체의 원리에 대한 설명
시간을최소화

2.2 목표한 학습자가 장기간 학습이 필요
한 도구보다는 바로 메이킹활동을 시
작할수있는도구를활용하라

- 코딩언어를 별도로 배울 필
요가 없는 스크래치와 같은
블록코딩도구

- 전문적인 별도의 프로그래
밍이 필요 없는
MakeyMakey

2.3 피지컬컴퓨팅도구의 사용편의성을 고
려하라

- 초보적인 학생들은 부속품
이 너무 작아서 조작이 어
려운제품은지양

2.4 구현가능한 산출물의 유형이 다양한
도구를활용하라

- 오조봇이나 햄스터로봇과
같은 도구보다, 레고로봇과
같이 외부 형태와 소프트웨
어의 디자인이 모두 가능한
도구를활용

3. 반성적 사고의 촉진

3.1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활
동을제공하라

- “(1) 무엇을만들었는가? (2)
어떻게 만들었는가?(예: 어
떤 절차로 만들었는가?, 어
떤 도구를 활용했는가?, 어
떤 의도로 만들었는가?) (3)
활동 중 어떤 문제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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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
가? (4) 더 나은 형태로 수
정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의 항목에 대한 성찰일지
작성

3.2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의 활동을
점검해볼수있도록안내하라

- 성찰일지를 작성한 내용을
짝에게 서로 이야기하고 피
드백제공

4. 반복적 Making 과정을 통한 발전 촉진
4.1 아이디어를 수정해서 산출물을 다시
제작하는 디자인 활동의 반복적인 과
정을반영하라

- 완성된 산출물을 다시 수정
하고보완하는시간제공

4.2 디자인 활동이 반복될수록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제약사항, 활동의 유의점
과피드백을제시하라

- 문제상항에 대해 추가적으
로고려해야할조건및유
의사항을추가적으로제시

창 의 적인

아 이 디어

형성 촉진

5. Design Thinking 과정을 통한 산출물 제작

5.1 문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그리고 이
를 평가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된
Design Thinking 절차를활용하라

- Plattner, (2010)가 제안한
Design Thinking 모델을
활용(Empathy, Define,
Ideate, Prototype, Test단계
로 이루어져 있으며 디자인
의반복을강조).

5.2 문제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아이디어
생성및공유과정에집중할수있도록
수업절차를구성하라

- 문제를 이해하고 아이디어
를 형성하는 활동에 많은
시간을배정

6. 공유와 리믹스를 통한 아이디어 형성

6.1 기존의 창작물을 리믹스하여 발전시
키도록안내를제공하라

- 웹에 공유된 다른 사람의
코딩 결과물을 수정하여 자
신의작품으로만듦

6.2 그룹별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평가
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라

- 그룹별 브레인스토밍 활동
을안내

- 그룹별로 아이디어의 실행
가능성 등을 비판적으로 검
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
회를제공

6.3 완성된 산출물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산출물
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

- 다른 사람의 산출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고
동시에 자신의 산출물에 대
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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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갤러리워크 방식의
산출물공유활동제공

7. 아이디어 형성 촉진을 위한 활동 제공
7.1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
해보도록안내하라

- 자신의 생각을 종이에 스케
치

7.2 다양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촉진 기법을 활용하라(Isaksen,
Dorval, & Treffinger, 2000).

- Hit, PMI기법등을활용

학생 활동

의 적응적

인 지원

8. 역량 수준에 따른 개별적인 지원

8.1 학생 산출물의 이상적 목표 수준을
설정하라

- 역량 수준 진단도구에서 학
교에서 최 상의 수준으로
분류된수준 3의학생이지
향해야할 목표를 수준 4로
제시한다.

- 수준 4 : 기존에 공유된 비
슷한 작품들보다 더 혁신적
인 형태의 작품을 만든 학
생(수준 3의 학생이 도달해
야할지향점으로존재)

8.2 학생들의 산출물을 통해 학생들의 역
량수준을구분하라

- 수준 1 : 산출물이작동되지
않았던학생

- 수준 2 : 교사의 설명대로
산출물을만든학생

- 수준 3 : 교사의 설명과 다
른 방법으로 산출물을 만든
학생

8.3 수준별로 본 활동 문제의 복잡성을
다르게하여제공하라

- 학생들의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가장 높은 수준
의 학생들에게는 문제에 대
한 힌트를 주지 않거나 추
가적인제약조건을제공

8.4 학생들의 역량 수준별로 코딩 및 피
지컬컴퓨팅 도구의 활용방법을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라(수준이 낮을수록
도구의 활용방법과 원리를 기억, 이해,
적용하는 활동을, 수준이 높을수록 분
석, 평가, 창조하는 활동을 통해 도구
활용방법을소개)

- 수준 1 : 디지털 텍사노미
의 이해, 적용에 해당하는
활동 - 주어진산출물제작
에 활용된 코딩 및 피지컬
컴퓨팅 도구 목록을 직접
제시.
- 수준 2 : 디지털 텍사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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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에 해당하는 활동 -
학급에 공유된 산출물을 코
딩과 피지컬컴퓨팅 기기를
활용해서일부변형.
- 수준 3 : 디지털 텍사노미
의 평가 및 창안에 해당하
는 활동 - 학급에 공유된
산출물에 또 다른 오브젝트
나기능을추가.

8.5 학생들에게 기본 문제해결과정과는
별도로 수준별 부분활동을 제공하라
(수준 1의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도구
를 이해, 적용하는 활동을, 수준 2의
학생들에게는 산출물의 분석을 위한
활동을, 수준 3의 학생들에게는 산출
물이나 아이디어를 평가, 창조하는 활
동을제시)

- 수준 1 : 디지털 텍사노미
의 이해, 적용에 해당하는
활동 - 주어진 코딩목록을
적용한 간단한 프로그래밍
활동
- 수준 2 : 디지털 텍사노미
의 분석에 해당하는 활동 -
웹에 공유된 산출물을 수정
하여리믹스하는활동
- 수준 3 : 동질집단으로 모
여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활
동, 동질집단으로 모여 함
께문제를해결하는활동

9. 학습환경과 상황맥락에 따른 지원
9.1 학생들의 요구나 산출물의 수준에 맞
는인지적인피드백을제공하라

- 인지적인 피드백 : 어휘, 문
제상황맥락, 추가정보

9.2 학생들의 요구나 산출물의 수준에 맞
는절차적인피드백을제공하라

- 절차적인 피드백 : 도구 활
용방법, 활동순서

9.3 학습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도
움제공이 가능한 수업환경을 조성하
라

- 전문가 배치를 통한 피드백
지원시스템

- 온라인피드백지원시스템
- 인공지능을 활용한 피드백
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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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교수학습과정안

개요
차시 1,2차시
목표 진단활동 : 미션지의 문제를 해결한다.

세부 계획

단계 교사활동 학생활동
도입 블록코딩과 엔트리에 대한 소개

전개

학습목표 제시

미션지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미션지 제시>

가. 문제 상황 활동지를 나눠줌

- 엔트리봇이 왼쪽에서 오른쪽

으로 한걸음씩 걸어가도록 코

딩하세요.

- 악기를 이용하지 않고 동요

“학교 종”을 연주해 주세요.

- 동요와 어울리는 배경을 추가

해주세요.

- 위 조건이 반영된 작품의 제

목을 창의적으로 정하여 학급

에 공유하세요. (단, 출석번호

와 이름이 꼭 포함되도록 하

시오.)

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스캐폴

딩을 위한 참고자료 제시

- 코딩블록 활용 절차

   - 동요 “학교 종”의 계이름

가. 문제 상황이 적힌 활동지를

읽기

나. 미션지와 스캐폴딩을 위한

활동지를 활용해서 문제해결

정리 <기억에 남는 활동 발표 안내>
가. 오늘 학습한 내용 중 기억에

남는 것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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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차시 3,4 차시

목표 문제를 이해한다. 기본적인 도구사용을 이해한다. 아이디어를 생성한다.
세부 계획

단계 교사활동 학생활동
도입 전시학습상기: 도구에 대한 소개

전개

학습목표 제시

주어진 문제의 조건들을 설명할 수 있다.

주어진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수 있다.
<문제와 스캐폴딩 제시>

가. 문제 상황 활동지를 나눠줌

나. 수준별로 문제에 대한 힌트

가 다르게 적힌 종이를 추가

로 나눠줌(수준별로 다르게)

- 수준 1 : 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명

확한 정리, 활용해야 할 코딩

블록, 코딩블록을 활용하는

절차

   - 수준 2 : 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것
이 무엇인지에 관한 명확한 정리

   - 수준 3 : 문제에 대한 제약조
건

다.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활동지를 나눠 줌

- 등장인물

- 처한 환경

- 문제의 정의

가. 문제 상황이 적힌 활동지를 읽

기

나. 자신의 수준별로 다르게 배

부받은 문제에 대한 힌트나

조건을 참고함

다. 활동지에 따라 다음을 분석

해서 서술함.

- 문제 상황에 등장하는 사람들

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 문제 상황에 등장하는 사람들

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있는

가?

- 현재 가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

는 무엇인가?

-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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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코딩 및 피지컬컴퓨팅

도구 활용방법의 수준별 안내>
가. 도구에 대한 자유로운 탐색
- 메이키메이키 배부
- 메이키메이키 활용 동영상 및
활용 그림 보여주기(PPT)

- 자유롭게 살펴보도록 안내
- 간단히 한글이나 워드 혹은 메
모장을 열어서 스페이스, 혹은

알파벳 몇 개를 치도록 안내
나. 코딩과 메이키메이키를 활용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제시
- 수준 1 : 학급에 공유된 산출물
을 메이키메이키로 움직여보고
코드보기를통해어떤코드가사
용되었는지이해하기.

- 수준 2 : 학급에 공유된 산출물

을 메이키메이키로 움직여보고
코드를일부변형해보기

- 수준 3 : 학급에 공유된 산출물
을 메이키메이키로 움직여보고
또다른동물을추가하기

가. 도구를 자유롭게 탐색함
- 메이키메이키에 전선 연결
- 메이키메이키에 무엇이 있나
살피기

- 메이키메이키와 전선들을 이용
해서 컴퓨터 자판 입력하기

나. 연습용 문제를 해결함

- 각 수준별로 제공받은 스캐폴

딩 용지를 활용해서 연습과제
를 해결함

<아이디어 형성활동 안내>
가. 개별활동(아이디어 스케치)

  - 자신이 만들 산출물을 그림으로 
생각나는 대로 그리도록 안내

나. 그룹활동
- 모둠구성(4명씩)
- 각자 그린 그림을 모둠원들이

보고 좋은 점, 개선할 점 이야
기하도록 안내

 다. 설계도 작성
  - 그림을 보다 정교하게 그리고 이

에 대한 설명을 포함

<아이디어 형성활동>
가. 종이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림

나. 모둠원들이 돌아가면서 각자
의 그림에 대한 좋은 점, 개선
할 점을 이야기 함

다. 설계도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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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차시 5,6차시

목표

아이디어를 통합한다.

작품을 제작한다.

작품을 시연하고 공유한다.
세부 계획

단계 교사활동 학생활동

도입
전시학습상기

아이디어 스케치를 어떻게 했는지 점검

전개

학습목표 제시

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해서 나만의 악기를 만들 수 있다.

완성된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다.
<아이디어 형성활동>

1. 전체 대상 발문

  - 메이키메이키에 뭘 연결할 건가?

(전도체아닐지라도인정)

  - 악기를 만들 때 어떤 코딩 블록을
쓸수있을까?

  - 왜그재료를선택했나?
  - 왜그코딩블록을선택했나?
  - 어떤 음악을 연주하면 좋을까요?

(인터넷에 계이름을 검색하는 방법

도안내)

2. 설계도 작성 안내하기

  - 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한 악기 제작

안내

  - 산출물 제작하면서 학습지 뒷면 작
품설명및준비물발표대비함께

작성할것안내

3. 조편성

  - A, B, C, D 조로나눔.

- 자신이 준비한 물건들에 대해

답변 (전도체가 아니어도 인

정)

- 자신이활용할코딩블록설명

- 재료, 코딩 블록 고른 이유 설

명

- 연주할음악에대해탐색

- 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한 악

기 제작 및 학습지 작성

- 자신의 조를 확인



- 160 -

  - 시연방법및유의사항설명

<작품시연하기>

1. 시연 방법 및 유의사항 설명

  - 친구 악기 보고 잘한 점, 개선

할 점 1~2개씩 메모하며 듣기

  - 시연 다 하고 돌아가며 의견

말하기 (1분 이내)

  - 친구들의 의견 학습지에 메모

하기

- 시연방법및유의사항숙지함.

2. 시연회 전략 활용

가. 각자 모둠별로 모이도록 안내

나. 1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작

품 설명하고 시연하도록 안내

1) 교사가 시연 순서 등과 제한

시간을 정해둔다.

다. 학생들끼리 피드백(동료평가)

  - 각 학생들에게 발표 내용에서

좋은 점, 개선할 점 1~2가지씩

말해주기

가. 모둠별로 스피커가 있는

컴퓨터에 모이기

나. 1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작품 설명하기

  - 작품을 직접 작동해서 짧

게 연주해보고 어떤 코딩

등을 활용했는지 설명

다. 학생들끼리피드백(동료평가)

  -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시연을 할 때 가만히 있

지 말고, 메모하기(좋은

점과 개선할 점)

  - 시연회가 다 끝난 후 자신이
받은 피드백을 정리한다.

정리

정리 및 평가

1. 활동지 제출하기

차시예고

1. 별도의 부분활동

2. 작품 수정 계획세우기



- 161 -

개요

차시 7,8 차시

목표

성찰한다.

수준별 부분활동을 실시한다.

아이디어 수정을 한다.

세부 계획

단계 교사활동 학생활동

도입
전시학습상기

아이디어 스케치를 어떻게 했는지 점검

전개

학습목표 제시

각 수준에 맞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존의 아이디어보다 발전된 아이디어를 스케치할 수 있다.
<성찰활동>

1. 그동안 했던 활동 성찰일지 적

을 수 있도록 안내

1. 성찰일지 작성하기

<수준별 부분활동>

1. 수준별로 다른 미션지를 나눠주

기(지난 차시 시연했던 산출물

에 근거)

2. 각자 받은 미션지를 수행하도록

안내함

가. 수준 1: 간단한 코딩 미션 수

행하는 활동

나. 수준 2: 엔트리에 공유된 작품

을 변형해서 저장한 후 메이

키메이키로 작동해보는 활동

다. 수준 3: 수준 3 학생끼리 모여

서 협력활동 하는 활동(아이

디어 평가, 공동의 작품구성)

2. 미션지에 맞는 수준별 활동

하기

가. 수준 1: 미션지 수행

나. 수준 2: 미션지 수행

다. 수준 3: 미션지 수행

<아이디어 형성활동>

1. 개선 조건 안내

- 따로 설명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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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를연주할수있도록제작하시

오.

- 하나의 악기 소리가 아니라 여

러 종류의 악기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제작하시오.

- 메이키메이키에 연결하는 재료

를 날 것 그대로 활용하지 말

고 변형하여 활용하시오.

- 기타 여러분이 남들과는 다른

부분에서 이전에 만든 악기보

다 발전시켜 제작하시오.

2. 악기개선발전아이디어구상하기

- 달라지게 할 점만 적기

3. “2”의 아이디어에 대해 짝끼리

이야기해보는 시간 제공, 수정

보완

4. 악기의 모습과 준비물 작성

(준비물을 명확히 적도록 안내)

- 자유로운 스케치, 달라지

게 할 점 정리, 준비물

파악

- 각자의 아이디어가 괜찮

은 아이디어인지 짝끼리

확인하기

- 악기의 모습 스케치와 준

비물 작성 완료하기

정리

차시예고

1. 작품 만들기

2. 시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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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차시 9, 10 차시

목표 엔트리를 활용해서 이전보다 발전된 코딩을 한다.

세부 계획

단계 교사활동 학생활동

도입
전시학습상기

작품설계도에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발표

전개

학습목표 제시

코딩을 통해 악기를 프로그래밍한다.
<엔트리를 활용한 코딩>

1. 엔트리를 활용해서 지난번 작성한

설계도를 반영할 코딩작품을 만들도

록 안내

가. 설계도의 달라진 부분이 드

러나야 함.

나. 메이키메이키와 연결 고려

<엔트리를 활용한 코딩>

1. 엔트리를 활용해서 코딩활동

을 함

<중간 산출물 공유>

1. 자신이 코딩한 작품을 학급에 공

유하도록 안내

2. 자신의 모둠의 작품을 보고 댓글

을 통해 아래에 대한 피드백 제공

가. 무엇을 추가할 수 있는가?

나. 수정하면 좋을 것이 있는가?

다. 오류는 무엇인가?

<중간 산출물 공유>

2. 자신의 코딩작품을 공유 한

후, 다른 모둠 작품에 대한

피드백 제공

<엔트리를 활용한 코딩(재)>

1. 피드백을 반영해서 코딩활동을 다

시 수정 보완

2. 수정 보완이 되었으면 다시 학급

에 공유

3. 메이키메이키를 연결해서 연습

<엔트리를 활용한 코딩(재)>

1. 피드백을 반영해서 코딩활동

을 다시 수정 보완함

정리
차시예고

1. 작품만들고시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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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차시 11, 12 차시

목표 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최종 산출물을 만든다.

세부 계획

단계 활동

도입
전시학습상기

어떤 코딩을 했고, 어떤 준비물을 준비했는지 발표

전개

학습목표 제시

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해서 나만의 악기를 만들 수 있다.

만든 악기를 친구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다.

<작품준비>

1. 메이키메이키에 연결할 준비물을

준비 후 연결하도록 안내

1. 메이키메이키에 연결할 준비

물을 준비 후 연결
<연습>

1. 자신이 코딩한 작품을 학급에 공

유하도록 안내

2. 자신의 모둠의 작품을 보고 댓글

을 통해 아래에 대한 피드백 제공

가. 무엇을 추가할 수 있는가?

나. 수정하면 좋을 것이 있는가?

다. 오류는 무엇인가?

<중간 산출물 공유>

2. 자신의 코딩작품을 공유 한

후, 다른 모둠 작품에 대한

피드백 제공

<작품시연>

1. 작품시연시 주의점 안내

2. 작품시연 및 카메라 촬영

<작품시연>

1. 작품시연 및 카메라촬영

정리
활동정리

1. 활동 후 느낀 점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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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창의적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문제

문제 상황 알아보고 미션 해결하기

상황제시  

  나는 아시아 남쪽의 한 섬나라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이 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힘든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먹고 사는 것에 

매진합니다. 그들이 포기하고 있는 것 중 예술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귀중한 삶의 가치입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공유하는 기쁨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악기는 봉사활동에 가져가기엔 너무 

무겁고, 몇몇 악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며, 한 가지 악기는 일반적으로 한 

가지 종류의 소리 밖에는 낼 수 없습니다. 더불어 몇몇 악기는 초보자가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나 쉽게 연주할 수 있고,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간이악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가져온 데스크탑 컴퓨터와 메이키메이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 울타리를 치는데 사용되는 철사, 야영을 위해 준비했던 

쿠킹호일, 수저, 종이컵 등도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악기를 통해 전문적으로 음악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소리를 표현하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을 

활용해서 누구나 음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악기를 만들어보고, 연주를 

해서 사람들이 음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봅시다.  



- 166 -

[부록 4] 수준별 지원자료1 : 수준별 도구학습

 수준별 도구학습 연습 과제(수준 1)

     

□ 학급에 공유된 <연습 과제>를 실행하여 다음을 수행하시오.

1. 메이키메이키를 통해 동물들을 움직이게 해 보시오.

2. 세 동물에 똑같이 쓰인 코드 블록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적어보시오.

3. 세 동물에 다르게 코딩된 부분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적어보시오.

※ ‘코드 보기’를 클릭하면 코딩된 블록을 볼 수 있습니다.

    실행 화면 아래 각 동물 오브젝트를 클릭해 보세요.

 수준별 도구학습 연습 과제(수준 2)

     

□ 학급에 공유된 <연습 과제>를 실행하여 다음을 수행하시오.

1. 메이키메이키를 통해 동물들을 움직이게 해 보시오.

2. 코딩된 산출물에서 두 가지 이상 창의적으로 바꾸어 보시오.

3. 변경된 산출물을 ‘복사본으로 저장하기’를 하여 학급에 공유하시오.

   (이 때 산출물 제목에 자신의 출석번호가 꼭 포함되도록 하시오.)

 수준별 도구학습 연습 과제(수준 3)

     

□ 학급에 공유된 <연습 과제>를 실행하여 다음을 수행하시오.

1. 메이키메이키를 통해 동물들을 움직이게 해 보시오.

2. 코딩된 산출물에서 같은 원리로 동물 한 마리를 더 만들어 보시오.

3. 변경된 산출물을 ‘복사본으로 저장하기’를 하여 학급에 공유하시오.

   (이 때 산출물 제목에 자신의 출석번호가 꼭 포함되도록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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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수준별 지원자료2 : 문제 상황에 대한 수준별 지원

문제 지원 – SW 활용능력 도움 자료 (수준 1)

□ 무엇이 문제일까요?

□ 어떤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은? 섬나라의 어린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나요?
먹고사는 것이 힘들어서, 음악이나 미

술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없다.

무엇을 만들어 주면 좋을까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메이키메이키

를 활용한 악기

만들어진 악기가 어떤 특징이 있음 좋

을까요?

기존에 피아노나 리코더 등이 할 수 없었던 

소리를 내면 좋다.(문제상황 2번째 문단 참고)

어떤 재료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메이키메이키, 더운 섬나라에 있는 물, 과일, 

봉사를 위해 준비한 종이컵, 쿠킹호일, 수저, 철

사 등

어떻게 악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엔트리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코딩을 

한 뒤 이를 메이키메이키와 연결시킴

 1. 소리 추가하기: 소리 - 소리추가 - 

원하는 소리 마우스로 선택 - 적용하기 버튼

 2. 소리 블록 추가하기

   블록 – 소리 – 소리 (        ) 1초 재생

하기     ※ 원하는 소리, 시간으로 조정

 3. 메이키메이키 연결하기

  예)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소리나게 코딩

    - 집게전선을 메이키메이키 “스페이

스(SPACE)”에 연결한다.

    -  집게전선과 연결된 전도체를 건드

리면 컴퓨터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른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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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지원 – SW 활용능력 도움 자료 (수준 2)

□ 무엇이 문제일까요?

□ 어떤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힌트) 소리 추가하기, 소리 블록 추가하기, 다양한 오브젝트의 움직임 등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은? 섬나라의 어린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나요?
먹고사는 것이 힘들어서, 음악이나 미

술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없다.

무엇을 만들어 주면 좋을까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메이키메이키

를 활용한 악기

만들어진 악기가 어떤 특징이 있음 

좋을까요?

기존에 피아노나 리코더 등이 할 수 없었

던 소리를 내면 좋다.(문제상황 2번째 문단 

참고)

어떤 재료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메이키메이키, 더운 섬나라에 있는 물, 과

일, 봉사를 위해 준비한 종이컵, 쿠킹호일, 수

저, 철사 등

어떻게 악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엔트리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코딩을 

한 뒤 이를 메이키메이키와 연결시킴

문제 지원 – SW 활용능력 도움 자료 (수준 3)

□ 조건

  2가지 이상의 다른 악기(혹은 다른 소리)가 연주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활용하지 않을 법한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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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수준별 지원자료3 : 수준별 부분과제

 수준별 부분 과제 (수준 1)                                   

     

□ 소리내기, 이동하기, 모양 바꾸기 기능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어보세요

1. 소리 추가하기(소리 - 소리추가 - 원하는 소리 마우스로 선택 - 적용하기 버튼)와 소리블

록(블록 - 소리 - (  ) 1초 재생하기 블록 - 원하는 소리, 시간으로 조정)메뉴를 활용

2. 모양 바꾸기 기능을 활용(블록 - 생김새 - (  )모양으로 바꾸기)

3. 이동하기 기능을 활용. 특히 “(  )초 기다리기”와 “(  )번 반복하기”기능을 활용.

4. 변경된 산출물을 ‘복사본으로 저장하기’를 하여 학급에 공유한 뒤 메이키메이키를 연결

하여 작동(이 때 산출물 제목에 자신의 출석번호가 꼭 포함되도록 하시오.)

 수준별 부분 과제 (수준 2)                                   

     

□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 작품을 자신의 생각대로 수정해본 후 메이키메이키로 작동해보시오.

1. 엔트리 상단 메뉴의 “공유하기 - 작품공유하기” 클릭

2. 원하는 검색 메뉴를 선택하고 (예: 최신작품, 최근 조회수 높은 작품, 사본이 많은 작품) 

필요한 검색어를 입력(예: 악기, 메이키메이키)

3. “코드보기”를 클릭한 후 코딩된 블록을 수정

3. 변경된 산출물을 ‘복사본으로 저장하기’를 하여 학급에 공유한 뒤 메이키메이키를 연결

하여 작동(이 때 산출물 제목에 자신의 출석번호가 꼭 포함되도록 하시오.)

 수준별 부분 과제 (수준 3)                                      

     

□ 자신의 아이디어를 모둠원들끼리 서로 평가해보고, 공동의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1. 각자 자신이 지난시간 만든 작품 설계도에 대한 좋은점과 개선점을 각자가 가진 포스트잇에 써서 주기

2. 공동의 주제를 정해서 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한 작품 제작, 모둠원이 가진 설계도 중 하나

를 발전시키거나, 엔트리에 공유된 작품(예: 공유하기 - 작품공유하기)을 참고할 수 있

음. 물론 처음부터 만드는 것도 가능함. 필요에 따라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며, 이번 시간

에 다루지 않았던 코딩도 활용할 수 있음.

3. 산출물을 학급에 공유

 (이 때 산출물 제목에 자신의 출석번호가 꼭 포함되도록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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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21st century, we will solve daily life problems in

collaboration with digital technology.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mobile devices and the Internet of Things, we always live with

digital devices.

In these societies, it is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s in special

ways. Most people can solve problems on more than a certain level

because anyone can exchange information and resources necessary for

problem solving through digital devices. With the collaboration of

digital devices, it became possible for more people to deal with

problems that only some experts could. In this way, people who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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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original and sophisticated ideas are more competitive than

simple technicians in the future. For this reason, in the 21st century,

it is necessary to have the ability to solve daily life problems

creatively with digital devices.

This ability was defined as creative digital competence in this

study. Creative digital competence is the ability to create new

solutions and ideas by creatively using digital devices to solve

practical problems. And this competence can be taught through design

activities. This is because the process of design thinking that forms

ideas and produces output for practical problem solving is similar to

the purpose of creative digital competence. In addition, the design

activity enables the evaluation of creative digital competence because

it expresses the students' thoughts in the form of concrete output.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creative digital competence, it is

necessary to do design lessons using digital devices.

However, the 2015 revision software curriculum and previous

research addressed design skills using digital devices through an

emphasis on computational thinking but did not directly address the

improvement of creativity. This can be complemented by a design

thinking process. The design thinking process emphasizes problem

solving and creativity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existing design

thinking process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competence among students in the design process. Creative

digital competence is constructed from the experience of each student,

and since levels of students differ, it becomes necessary for this to

be considered during actual class instruction.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of design class that can

diagnose and adaptively improve students' creative digital competence.

Three research questions were formulated to guide the study: Fir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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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the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of design class for

enhancing creative digital competence? Secondly, are these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of design class valid internally?

Thirdly, what are the effects of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of

design class for creative digital competence?

In order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a study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research methodology. First, the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of design class for enhancing creative

digital competence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literature were

developed. Also, two experts in educational technology and two field

experts reviewed the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of design class.

To indicate this, first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of design class

were revised, and the internal validity of the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of design class were verified through Content Validity

Index (CVI) and Inter-Rater Agreement (IRA). After that, the revised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of design class were applied to 12

existing classes. In this study, 25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Gyeonggi-do and one homeroom teacher participated. The quantitative

data collected during this process was analyzed by the corresponding

sample T-test and the qualitative data was then analyzed via the

qualitative analysis method. The research confirmed the effect of the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of design class for creative digital

competence.

Through this process, we developed nine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of design class and 28 detailed guidelines for creative

digital competence enhancement. The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of

design class are based on empiricism, promoting creative idea

formation and adaptive support of student activity. From these three

points of view,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of design clas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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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ed.

Firstly, from the results based on empiricism the following

principles were derived: practical problem-oriented principle, learning

through execution, reflective thinking and repetitive construction.

Secondly, from the promoting creative idea formation the following

were derived: the principles of convergence with design thinking,

generating collaborative ideas, and promoting idea formation. Thirdly,

from the support of student activity the following were derived: the

principles of Level based support and giving adaptive feedback.

Subsequently, detailed guidelines for each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 of design class were derived through a review of relevant

literature. It was proved that the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of

design class are internally valid as a result of the expert's review.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developed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of design class are effective in improving students' creative

digital competence.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level of creative

digital competence through the students' design product, the level of

competence of students after the 12th lesson was improved when

compared to that of the 6th lesson. In addition, the interest of the

class and the efficacy of the digital device utilization were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the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of

design class were implemented. Teacher's and students' responses to

the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of design class were also positive.

Both the teacher and students where decisive in their opinion that the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of design class emphasized

student-centered activities and adaptive support at the student level.

In addition, the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emphasized practical

problem-oriented lessons, problem-solving through collaboration, and

lowered students' entry barriers to software education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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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like using block coding and physical computing tools. For

this reason the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are beneficial for

software education.

This research suggests the direction in which software education

should continue in the 21st century, as well as the specific content

and methods needed to cope with it in classrooms via the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of design class for enhancing creative

digital competence. First, the concept of creative digital competence

proposed in this research serves as a goal that software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should aim for. The concept of creative digital

competence complements the core competencies needed in the 21st

century while complementing the imperfections of computational

thinking. In addition, these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of design

and detailed guidelines serve as specific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that teachers can refer to when designing real software

lessons. Therefore,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for improving

creative digital competence will be a guide for designing

national-level software curriculum as well as one unit of instruction.

keywords : creative digital competence, software education,

physical computing, computational thinking

Student Number : 2017-2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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