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교사의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한
협업전략 탐구

성영훈

진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1)

요 약

예비교사들이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팀 기반의 프로그래밍 방법이 많

이 적용되고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효율적인 협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프로그래밍 역량에 미치
는 다양한 협업요인들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협업 요인들을 크게 개인

역량과 팀 역량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습자들의 프로그래밍 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검증결

과 프로그램 설계역량에는 학습자 개인역량 모든 요소와 자료공유 기술과 같은 협업에 필요한 기술인 팀 테크닉
및 팀 협력도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구현역량에는 개인의 학습이해도, 팀 협력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팀 테크닉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이 프로그래밍 역량과 흥미도 및 만족

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예비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업 전략을 프로그래밍
과정에 따라 개인역량 및 팀 역량과 관련된 유의미한 요소들을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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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am-based programming methods are widely applied to solve various difficulties that pre-service teachers ex-

perience in the programming lessons. To prepare effective collaboration strategies necessary for them, it is neces-
sary to analyze various collaborative factors that affect learners' programming competencies. Therefore, in this ar-

ticl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by dividing learners' collaboration factors into individual and team

competenc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rs' programming competencies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the program design competency showed significant results in all elements of the learner's personal

competency, team techniques such as data sharing skills necessary for collaboration, and team collaboration. It

was analyzed that an individual's understanding of learning and team collaboration influenced the program im-
plementation competency. In addition, the group with relatively high team techniqu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ogramming competence, interest, and satisfaction. Accordingly, by linking meaningful factors related to in-

dividual and team competencies according to the programming process, a collaborative strategy practically neces-
sary for pre-service teachers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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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교육계의 다각

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온라인교육, 원격수업, 디지털 기

반 교육, 블렌디드러닝, 플립러닝과 같은 키워드가 다시

금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1]. 또한 이러한 교육방

법들은 기존의 개인 주도의 문제해결 방법에서 확장하

여 팀 형태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들이 더욱 중요시되며 확대되고 있다[2][3]. 특히 기

술의 발전으로 학습자의 협력적 문제해결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도구와 플랫폼들이 개발되고 제공

됨으로써 누구나 쉽게 팀 기반의 다양한 협력적인 프로

젝트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초등학교 2015 개정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교육

은 프로그래밍교육 등을 통해 학습자의 컴퓨팅사고, 협

력적 문제해결력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4]. 기존의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교육방

법은 개인의 개별학습을 중심으로 제시된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프로그램 구현과정에서 발생되

는 오류를 수정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왔다[5]. 그러나 초보자의 경우 문제해결을 위

한 기초적인 언어 사용법과 해결절차를 만드는 알고리

즘 생성을 통한 추상화,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위한 전

이과정과 자동화 등 프로그래밍 과정 속에서 다양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7][8][9][10][11][12][1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 기반의 프로그래밍

교육은 학습자들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컴퓨팅사고,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데 유

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15].

그러나 팀 기반의 프로그래밍 교육과 관련된 많은 연

구들은 학습자들의 컴퓨팅사고, 협력적 문제해결력 향

상, 교육방법, 협업도구, 역량 평가방법 등과 관련된 내

용을 주된 관심 요인으로 하고 있어 실제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발생되는 학습자들의 협업 요인들과 프로그래

밍 역량 등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학습자의 효율적인 협

업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의 블록 프로그래밍 교육과정

에서 학습자의 프로그래밍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협업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블

록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업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2.1 초보자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려운 요인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나 공통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해보

면 크게 사전단계, 설계단계 및 구현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9][16][17]. 세부적으로 사전단계는 프로그램 교육

과정 이전 기초적인 지식과 컴퓨팅사고 과정에 대한 기

본적인 이해를 위한 사전학습 내용이며 정규교육과정이

나 다른 교육 등을 통해서 학습가능하다. 본격적인 설계

단계는 문제분석과 분해를 통한 패턴을 찾고 알고리즘

을 만드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현단계는 만들어

진 알고리즘에 따라 실제 명령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을 구현하고 테스트와 개선을 통해 결과물을 제작하는

단계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Table 1>에서와 같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경험하는 초보자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어려움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프로그래밍 과정과 연

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Div. Contents

Lee, C. H.
(2019)[6]

· Problem analysis, problem
decomposition, algorithm design
· The lower the level of self-awareness
and preference, the greater the degree
of difficulty

Moon, W. S.
(2018)[7]

· Simple errors such as poor grammar
and typos in logical errors and
text-based languages

Kim, S.
(2015)[8]

· Idea generation and implementation,
choosing the right command

Cheah, C. S.
(2020)[9]

· Understanding of abstract concepts
such as syntax, flow, and control
structure
· Problem-solving skills, logical
reasoning knowledge, and integration
ability
· Metacognitive skills for the
programming process

<Table 1> The difficulties of novice program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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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전단계에서 학습자들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지식의 부족 및 컴퓨팅사고 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막연한 거부감을 느끼고 이는 실제 프로

그래밍과정에서 인지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6].

또한 문제해결 기술과 논리추론에 대한 지식과 능력의

통합 부족으로 인한 학습초기 단계에서 문제가 악화된

다고 하였다[9].

둘째, 설계단계에서 학습자들은 문제분석, 문제분해,

알고리즘 설계와 같이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생성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현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명령어의 사용, 알고리즘 절차에 필

요한 명령어를 연계하는 역량, 프로그램 테스트에서 발

생되는 오류해결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정적 인식, 추상화와

분석적 사고, 문제해결 전략과 학습 지속성, 근본적인

사전지식 부족 등은 학습자의 프로그래밍 학습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6][9]. 특히 프로그래밍 학

습과정 중 대부분 초기 단계에서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18][19] 이와 관련하여 프

로그래밍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9].

2.2 교수학습과정과 협력적 문제해결

오늘날 실생활뿐만 아니라 직장과 학교에서도 종종

소그룹 형태의 협업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

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 활동이

많아지는 등 사실상 모든 환경에서 사회적인 협업 기술

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다[20][21].

특히 소프트웨어교육에서 컴퓨팅사고와 더불어 강조

되고 있는 협력적 문제해결력은 연구문헌에 따라 다양

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통의 목표를 추구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22][23][24], 문제해결을 위

해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복

합적으로 발휘되는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다[14]. 또한

PISA 2015, ATC21S(Assessment &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에서는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미래사회의

주요한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프로그래

밍교육과정에서 발생되는 학습자의 다양한 협력적 문제

해결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교수설계, 학습과정,

학습역량 및 학습평가 등 교수학습과정과 관련된 내용

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24][25].

첫째, 교수설계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협력적 문제해

결력은 학습자의 행동 유발 동기 형성에 영향을 주며

사회 심리적 환경 및 교수설계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26]. 또한 협력적 문제해결 경험에 대한 축

척정도, 자신의 가치관과 학습관, 팀원간의 관계에 따라

자신의 참여와 태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26].

둘째, 학습 과정 면에서 살펴보면 학습자의 협력학습

은 개별학습 성과에 더 효과적이며 팀 활동 과제 수행

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문제해결과제에 대한 상호의

존성 향상을 위한 자료공유, 개선과 검토 과정을 강화해

야 할 필요가 있다[27].

셋째, 학습 역량 면에서 살펴보면 학습자의 협력적

학습태도는 소그룹을 기반으로 구성원과 협업을 통한

과제해결 과정 속에서 지식습득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29].

넷째, 학습자의 평가와 관련하여 학습자에 대한 협력

학습 평가시 팀 기여도나 팀 학습 행동을 평가하는 경

우 학습자의 수업흥미도와 만족도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0].

이와 같이 학습자의 협력적 문제해결력은 교수학습과

Div. Contents

Kim, C. et al
(2018)[10]

· Variable definition, the omission of
commands necessary for the algorithm,
use of wrong conditions, debugging
method

Qian, Y., &
Lehman,
J.(2017)[11]

· Unfamiliar command syntax and
strategy
· Prior knowledge of programming

Cechinel, C.
et

al(2008)[12]

· Ability to find errors
· Modular ability to use functions and
procedures

Bosse, Y.,
&Gerosa,
M. A.
(2017)[13]

·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syntax errors
· Incorrect use of variable types
· Using functions, passing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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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반 속에서 교수설계, 학습자 참여와 태도, 개별적

인 학습 성과 향상과 협력 학습평가 등을 통해 영향을

받으며 이는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한 협업 전략을 설계

할 때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3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의 학습자 협력지원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과 지식이 부족한 초보자를

위해 그래픽 기반의 쉬운 명령어 조합 인터페이스 적용,

학습자와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협업 등을 지원할 수 있

는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교육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31].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프로그래밍 어

려움 해결을 위해 구문, 개념 및 전략적 지식 영역의 관

점에서 주요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어떻게 학

습자의 협력을 지원하는지 분석하였다[11].

첫째, 구문지식 이해를 위한 사용자 지원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는 온라인 위키, 실

행 가능한 샘플 튜토리얼을 제공하고 있다. 하드웨어 제

어가 많은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위한 앱인벤터의 경우

별도의 트러블슈팅을 지원하여 다양한 오류상황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프로그램의 개념적 지식이해를 위한 코딩과 디

버깅 방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

로 명령 블록을 드래그앤드롭하여 시각적으로 프로그래

밍 절차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앱인벤터

의 경우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제작할 수 있는 디자이너

와 스크립트 코딩이 가능한 블록에디터를 분리하여 제

공하고 있으며 엔트리, 마이크로비트의 경우 블록형태의

명령어 코딩환경 뿐만 아니라 텍스트 기반의 언어인 자

바스크립트, 파이썬 언어도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를 통해 컴퓨터과학에 대한 기본 이해와 더불어 텍스트

언어 학습을 위한 전이과정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수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진 잠재적인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36].

셋째, 학습자의 전략적 지식과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알고리즘 설계, 프로그램 구현에 대한 다양

한 지식과 의견 및 소스 코드를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크래치, 엔트리 등 대부분의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

여 사용자의 컴퓨터로 가져올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 공유된 소스 코드를 자신의 코드로 불

러오거나 리믹스 형태로 재가공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

하고 있다. MakeCode의 경우 별도의 소셜 링크, 포럼

등에 게시할 수 있어 학습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다

쉽게 활성화할 수 있으며 QR코드 형태의 소스 코드 공

유방법도 도입하여 학습자들의 공유 접근성을 향상시켰

Div.
Syntactic
knowledge

Conceptual
knowledge

Strategic
knowledge

Scrat
ch3.0
[32]

·Sample
Tutorials
that can be
executed
·Online wiki

·Drag-and-
dropable
command
block
·Visual
simulation
function

·Remix and
reuse source
code
·Project link
sharing
function
·User
community

App
inven
tor2.0
[33]

·Online
tutorial
·Hardware
troubleshoo
ting support

·Drag-and-
drop
command
block
·Provides
separation
of UI
designer
screen and
block coding
screen

·User forum
·App of the
Month
Winners

Entry
[34]

·Online help
·Differentiati
on of the
range of use
of block
instructions
according to
basic type
and
textbook
type

·Drag-and-
drop
command
block
·Text-based
programmin
g language
conversion

·SNS
sharing
function for
source code

<Table 2> Learner support of block-based program languages

Div.
Syntactic
knowledge

Conceptual
knowledge

Strategic
knowledge

Make
Code
[35]

·Online help
·Blocks
Tutorial

·Micro;bit
simulator
·Multiple
editor
provided(bl
ock-based,
Pyhon, java)

·Multiple
source code
sharing
function(SN
S. HTML
Embeded,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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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유용한 코드 샘플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

학습자의 프로그램 설계와 구현과정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연구절차 및 방법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의 실제적인 문제상황에서

예비교사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협업 전략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단계별 협력전

략 도출과정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사전단계, 설계단계

및 구현단계로 구분하였다.

둘째, 팀 기반의 프로그래밍 교육에 필요한 역량은

(Fig. 1)에서와 같이 크게 개인역량과 팀역량 및 프로그

래밍 역량 3가지 영역 정의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Fig. 1) Competencies required for team programming
education

먼저 개인역량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사전지식,

제시된 문제해결과 관련된 학습이해도 및 프로젝트 공

유, 소스 리믹스 등 선행연구의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의 학습자 협력지원 도구활용을 위한 개인협업기술

로 구성하였다. 팀역량은 크게 자료공유기술, 팀 공유프

로젝트 소스의 개선반영기술 및 팀협업 프로그래밍 기

술로 구성한 팀테크닉 및 팀원간의 신뢰를 나타내는 팀

신뢰도와 팀협력도로 구성한 팀 관계도로 구성하였다.

학습자의 프로그래밍 역량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프

로그래밍 과정의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크게 설계역량과

구현역량으로 구분하였다[9][16][17]. 세부적으로 설계역

량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요소를 생각하고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구현역량은 설계역량에

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위한 역량을 의미하며 이를 종합하여 프로그래밍 역량

으로 정의하였다. 다만 사전단계의 주요 내용들은 개인

역량 요소의 사전지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학습자 프로

그래밍 역량에서는 제외하였다.

셋째,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학습자의 협업 전략을 마

련하기 위한 설문 데이터는 2019년 1학기 15주 동안 블

록 프로그래밍 언어로 교육용 게임을 제작하는 교육을

진행하여 별도로 협업 관련 설문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진행하였다[37]. 설문 응답자는 남자

33명, 여자 63명, 총 96명, 22팀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학습자의 프로그래밍 역량에 영향을 주는 프로

그래밍 과정 속 협업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EPL 프로

그래밍 학습 어려움 조사를 위한 설문문항과[6] 학습자

의 협력적인 자기 효능감과 관련된 검사지의 내용을 기

반으로 <Table 3>에서와 같이 크게 개인역량과 팀역량

및 프로그래밍 역량 총 3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여 연구

의 목적에 맞게 설문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

다[38].

Div. Details

Individual
Competency

Prior knowledge, understanding,
individual collaboration skill

Team

Compe
tency

Technic
Resource sharing skill, reflection
skill, team collaboration
programming skills

Relation Team reliability, team collaboration

Programming
Competency

Design competency(algorithm
generation), Implementation
competency(program development)

Etc. Interest, Satisfaction

<Table 3> Questionnaires of the survey

설문형태는 5단계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개

인역량 중 사전지식 문항은 사전검사로 실시하였고 나

머지 문항들은 사후검사로 실시하였으며 종합적인 신뢰

도는 .884로 나타났다. 또한 수집된 설문자료에 대한 요

인분석 결과 KMO(Kaiser0Mery-Olkin)와 Barttlett 검

정 결과는 .846(p<.001)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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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설문분석은 참여자 수가 다소 적은 제한점으

로 인해 기초통계, t-test, 회귀분석, ANOVA 등을 사용

하여 탐색적 수준으로 진행하였다. <Table 4>에서와

같이 기초적인 학습자들의 역량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에 따른 개인역량과 프로그래밍 역량 요인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결과 두 가지 요인 모두 성별에서 차이

가 없었다.

Div. Gender M N SD t p

Individual
Competency

Male 3.56 33 .476
-1.614 .110

Female 3.74 63 .539

Programming
Competency

Male 3.59 33 .605
-.474 .636

Female 3.66 63 .695

<Table 4> Analysis of competency differences by gender

4. 연구결과

4.1 개인역량과 프로그래밍 역량 관계

학습자 개인역량과 프로그래밍 역량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학습자 개인역량 요인들과 프로그래밍 역량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사전지식 .244(p<.05), 학

습이해도 .616(p<.01) 및 개인협업기술 .466(p<.01)로 나

타났으며 세부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Table 5>와 같이 학습자의 개인역량은 프로

그래밍 역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F=58.575, p=.000) 수정계수에 의하면 37.7%의 설명력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Std. Error β t p

(constant) .381 - 1.974 .051

Individual
Competency

.103 .620 7.653 .000***

R=.620, R2=.384, Adjusted R2=.377, F=58.575, p=.000

<Table 5> Analysis of individual competency effect on
programming competency

둘째, 개인역량의 하위 요인들과 프로그래밍 역량의

하위요소인 설계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6>에서와 같이 학습자 개인역량 요인들은 모두

프로그래밍 설계역량에 영향을 주며 상대적으로 학습이

해도(β=.438), 개인의 협업능력(β=.195), 사전지식(β

=.193)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ariables Std. Error β t p
(constant) .403 - 1.547 .125

Prior knowledge .073 .193 2.314 .023*

Understanding .096 .438 4.425 .000***

Individual
Collaboration skill

.093 .195 2.012 .047*

R=.628, R2=.394, Adjusted R2=.374, F=19.927, p=.000,
Dublin-Watson=2.229 (*p<.05, *p<.001)

<Table 6> Analysis of individual competency effect on
design competency

셋째, 개인역량과 프로그래밍 역량의 하위요소인 구

현역량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7>

에서와 같이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프로그래밍의 구현

역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Std. Error β t p

(constant) .431 　 2.148 .034

Understanding .102 .452 4.436 .000***

Individual
Collaboration skill

.100 .193 1.933 .056

Prior knowledge .078 .087 1.020 .310
R=.559, R2=.359, Adjusted R2=.338, F=17.176, p=.000,
Dublin-Watson=2.133(***p<.001)

<Table 7> Analysis of individual competency effect on
implementation competency

4.2 팀 역량과 프로그래밍 역량 관계

팀 역량과 프로그래밍 역량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학습자 팀역량 요인들과 프로그래밍 역량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팀 테크닉은 자료공유

.413(p<.01), 개선반영 .406(p<.01), 팀협업 프로그래밍

기술 .350(p<.01)로 나타났으며 팀 관계도는 팀 신뢰도

.208(p<.05), 팀 협력도 .518(p<.01)로 나타났으며 세부

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팀 테크닉, 팀 신뢰도 및 팀 협력도와 프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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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 역량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Variables Std. Error β t p
(constant) .404 -　 3.349 .001

Team techniques .113 .284 2.232 .028*

Team reliability .092 -.068 -.595 .553

Team collaboration .088 .396 3.990 .000***
R=.560, R2=.313, Adjusted R2=.291, F=13.995, p=.000,
Dublin-Watson=2.133(*p<.05, ***p<.001)

<Table 8> Analysis of team competency effects on pro-
gramming competency

<Table 8>에서와 같이 팀 협력도, 팀 테크닉은 프로

그래밍 역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팀 신뢰

도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프로그래밍 역량의 하위요소인 설계역량은

<Table 9>에서와 같이 팀 테크닉과 팀 협력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팀 신뢰도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Variables Std. Error β t p

(constant) .435 -　 3.166 .002

Team techniques .122 .333 2.539 .013*

Team reliability .099 -.109 -.920 .360

Team collaboration .094 .327 3.196 .002**
R=.521, R2=.271, Adjusted R2=.247, F=11.411, p=.000,
Dublin-Watson=2.082(*p<.05, **p<.01)

<Table 9> Analysis of team competency effects on design
competency

셋째, 프로그래밍 역량의 하위요소인 구현역량은

<Table 10>에서와 같이 팀 협력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

며 팀 테크닉과 팀 신뢰도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ariables Std. Error β t p
(constant) .449 　 2.955 .004

Team techniques .126 .202 1.552 .124

Team reliability .102 -.021 -.178 .859

Team collaboration .097 .414 4.080 .000***
R=.533, R2=.284, Adjusted R2=.260, F=12.142, p=.000,
Dublin-Watson=2.203(***p<.001)

<Table 10> Analysis of team competency effects on im-
plementation competency

이와 같이 학습자의 프로그래밍 역량에 영향을 주는

팀과 관련된 요인으로 팀 테크닉과 팀 협력도가 주요하

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팀 신뢰도의 경우

는 세부적인 설계단계와 구현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유의

미한 효과가 없었는데 이는 연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학습자

들의 활동이 이루어져 팀에서 학습자간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활동 부족이 원인이 된 것으

로 추정된다[39].

4.3 개인과 팀 역량에 따른 그룹별 분석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학습자에게 필요한

협업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Table 11>에서와 같이 협

업의 주요한 요소들로 작용하는 개인역량과 팀 테크닉

을 기반으로 5가지 형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세부

적으로 G1의 경우 34명으로 개인역량과 팀 테크닉이 다

소 높은 경우이며 G2는 31명으로 상대적으로 팀 테크닉

이 높은 그룹이다. G3는 15명으로 상대적으로 보통 수

준의 그룹이며 G4는 13명으로 개인역량과 팀 테크닉 모

두 높은 수준의 그룹에 해당된다. G5는 3명이며 G2와는

반대로 개인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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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
bles

G1,
n=34

G2,
n=31

G3,
n=15

G4,
n=13

G5,
n=3

F p

Indiv
idual
comp
etenc
y

3.65 3.69 3.02 4.56 3.22 45.381 .000

Tea
m
techn
iques

4.12 4.90 3.49 4.90 1.67
209.43

7
.000

Grou
p
chara
cteri
stics

G1 - Both individual competence and team
technique are somewhat high
G2 - Relatively high team technique
G3 - Moderate level
G4 - Both individual competence and team
technique are very high
G5 - Relatively high individual competency

<Table 11> Cluster analysis results

첫째, 프로그래밍 역량면에서 그룹별 프로그래밍 역

량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개인역량과 팀 테크닉

모두 높은 G4 그룹이 보통수준의 G3 그룹, 개인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G5 그룹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iv. Mean Std F p Post-Hoc test
G1 3.59 .468

9.578
.000*
(*p<.05)

G4>G3,G5
Dunnett T3

G2 3.74 .617
G3 3.07 .372
G4 4.31 .751
G5 3.00 1.000

<Table 12> Differences in programming competencies by
group

둘째, 학습자의 흥미도와 관련하여 유의수준 하에서

G4, G2 그룹이 G5, G3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팀 테

크닉이 상대적으로 높은 G2그룹이 보통 수준의 G3 그

룹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iv. Mean Std F p Post-Hoc test
G1 4.00 .651

13.081
.000*

(*p<.05)

G4,G2>G5,G3
G2>G3
Scheffe

G2 4.45 .506
G3 3.27 .704
G4 4.62 .506
G5 3.67 .577

<Table 13> Difference of interest by group

셋째, 학습자 만족도의 경우 팀 테크닉이 높은 G2그

룹, 개인역량과 팀 테크닉이 모두 높은 G4그룹이 보통

수준의 G3 그룹보다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Div. Mean Std F p Post-Hoc test
G1 4.09 .830

7.615
.000*
(*p<.05)

G2,G4>G3
Scheffe

G2 4.65 .486
G3 3.60 .737
G4 4.62 .506
G5 4.33 .577

<Table 14> Difference of satisfaction by group

이와 같이 개인역량이 높은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팀

테크닉이 높은 그룹이 프로그래밍 역량, 흥미도 및 만족

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논의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예비교사의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필요한 협업 전략을 프로그

래밍 과정 및 개인과 팀역량 면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사전단계는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이해, 컴퓨팅사고 과정과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다

루고 있으며 개인역량과 팀역량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

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역량 면에서 학습자의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이유

가 기초적인 지식부족에서 오는 인지적 거부감이 주요

하게 작용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

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사전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다양

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8]. 이를 위해 과정

전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이해에 도움이 되는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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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용어 설명, 자주 발생되는 오류 해결 등의 내

용을 간단한 과제나 퀴즈 등을 통해 사전 학습할 수 있

도록 한다.

팀역량 면에서 팀 신뢰도 향상에 필요한 충분한 라포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팀원별 역할분담 과정을 통해

상호의존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협력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학습자의 상시 의사

소통채널을 마련한다. 또한 교수자는 실시간 상호작용

이 가능한 환경에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시하여 프로그

래밍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상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계단계는 학습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알고리

즘 작성 과정이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되며 이에 따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인역량 면에서 살펴보면 제시되는 주제에 대한 학

습이해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구문적 지식,

개념적 지식과 전략적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택한

블록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원되는 사용자 지원 관련

기능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예제들을 통

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문제분해, 패턴찾기, 추상화 요소 이해를 위해 구체

적 조작이나 시각적인 자료들을 활용한 학습 경험을 제

공하여 학습자의 학습이해도 향상과 알고리즘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다.

팀역량 면에서는 알고리즘 작성 과정에서 필요로 하

는 팀 테크닉 요인들인 자료를 공유하는 기술, 제시된

문제에 대한 개선과 반영을 위한 기술 및 팀별로 간단

한 프로그래밍 과제를 해결하는 협업능력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학습자들의 팀 테크닉의 하위요인인 자료공

유기술, 개선과 반영기술은 기초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다

루고 팀별 프로그래밍 협업능력은 기초와 심화단계 전

반에서 다룰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구조화해

야 할 필요가 있다[37]. 특히 학습자들의 상호의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심화단계로 갈수록 과제의 내용을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27]. 또한 팀별로 제작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을 시

험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학습자들간 충

분한 피드백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

다. 특히 교수자의 경우 팀내 역할에 대한 조언과 과제

수행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상호

의존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셋째, 구현단계는 생성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실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과정이 주요한 내용이다.

개인역량 면에서는 학습이해도가 주요하며 팀 역량

면에서는 팀 협력도가 주요하게 작용된다. 이를 위해 학

습자들의 학습이해도를 바탕으로 팀 협력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팀에 대한 기여도나 팀에서의 협력학

습 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습자간의 참여와 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팀내에서 학

습자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여 학습자의 성취감, 흥미

와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40].

6. 결론 및 제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을 위한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학습자들의 프로그래밍 역량에 미치는 다양한

협업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한 연구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과 관련된 협업 요

인들을 크게 개인역량, 팀 역량 및 프로그래밍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역량은 사전지식, 학습이해도 및 협업

능력 요소로 구성하고 팀 역량은 협업 기술적 측면의

자료공유, 개선반영 및 협업 프로그래밍 능력으로 구성

하였으며 학습자의 프로그래밍 역량은 알고리즘 생성의

설계역량과 프로그램 개발의 구현역량으로 종합하여 제

시하였다.

둘째, 개인역량 하위요소들과 프로그래밍 역량 하위

요소들과의 관계에서 프로그램 설계역량에 영향을 주는

개인역량 요소들은 학습이해도, 협업능력 및 사전지식이

었으나 구현역량에는 학습이해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팀 역량 하위요소들과 프로그래밍 역량과의 관

계에서 프로그램 설계역량은 팀 테크닉과 팀 협력도가

구현역량은 팀 협력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 신뢰도는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이는 교육과정 설계

시 학습자의 라포 형성을 위한 충분한 사전활동 기간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형태의 다

각적인 사회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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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넷째, 팀 조직형태에 있어 개인역량보다 상대적으로

팀 테크닉이 높은 그룹이 프로그래밍 역량과 흥미도 및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교육과정에서 주요하게 고

려해야 할 협업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단계에서 프로그래밍 기초에 대한 지식이

해를 위해 개인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는 온라인 협업환

경 구축과 다양한 형태의 리소스들을 제공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충분

한 라포 형성 기회를 마련하고 학습자의 팀 테크닉 요

소들을 강화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한다.

둘째, 설계단계에서는 학습자의 학습이해도 향상을

위한 구문적 지식, 개념적 지식, 전략적 지식과 관련된

블록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팀 테크닉을 강화할 수 있

도록 우선 학습자들의 상호의존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심화 형태와 같은 단계적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각 단계

에서 제시되는 간단한 예제들을 통해 충분히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셋째, 구현단계에서 팀 협력도를 강화하기 위해 팀

기여도나 팀 협력학습 정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학

습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수자의 충분한 피드백을

통해 성취감 및 흥미와 만족도를 향상 할 수 있도록 고

려해야 한다.

추후 프로그래밍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자의 추상화 단계와 자동화 단계의 전이과정

에서 요구되는 요인들의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감염병

펜데믹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학습자의 프로그래밍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와 협업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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