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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W 교육에 있어서 입문자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블록 기반인 스크래치와 엔트리가 도입되었고 많은 교육 기

에서는 이후 ARDUINO, C, JAVA, PYTHON 등을 선택 교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딩보다는 사고력을 강조하

며 정보 교과 내에서 문법 공부하는 것을 기피하는 풍토를 보인다. 이러한 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지침에서 특

정 언어의 기능습득에 치우치지 않고 학습자의 수 에 맞추어 한 도구를 선택하도록 하여 사실상 교수자의 재

량에 두고 있는 에서도 악할 수 있다. 코딩의 문법학습을 피하는 경향은 코딩교육 도입 기의 취지와는 다르

게 공교육 내에서의 코딩교육의 활성화에 부정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우려된다.

 따라서 재 출 된 정보 교과서에서 다루는 로그래  언어의 종류를 조사하고 코딩 문법학습을 최소화를 할 

수 있으며 블록코딩에서 텍스트 코딩으로 환 시 학습자의 부담을 감소할 수단으로 PROCESSING를 통한 과정을 

제안하는 바이다.

1. 서 론

2016년 3월 국내에서 있었던 구 의 인공지능 알

고와 이세돌의 바둑 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4차산업

명에 한 심이 부쩍 커진 바 있다. 4차산업 명

은 2016년 스 스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으로 언 된 

개념으로 이러한 4차산업 명과 련된 교육으로 SW 

언어인 SCRATCH와 자기기 제어 분야의 

ARDUINO 그리고 3D 린터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

다.

선진국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4차산업 명이라는 용

어가 탄생하기 이 부터 SW의 요성을 깨닫고 미국

의 K-12 컴퓨터 과학 표 , 국의 COMPUTING 

PROGRAMMES OF STUDY, 핀란드의 KOODI2016 

등 자국의 실정에 맞는 커리큘럼을 개발, 교육하고 있

는 황이다.[1].

본 연구에서는 2015 교육과정 이후에 추가가 되어야 

할 교과서 내 코딩의 구성과 방향에 해서 알아보고

자 하며 이후 SCRATCH와 ENTRY같이 블록을 조립

하여 코딩하는 언어를 블록코딩, C언어와 JAVA, 

ARDUINO처럼 문을 타자하고 컴 일, 빌드 후 실행 

일을 만드는 언어를 텍스트 코딩이라 통칭하겠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

사회의 요구와 기술의 발 에 처하기 해서 교육

부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 고등학교에서의 정보 

과목의 범 와 앞으로 정보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소양교육으로 시작하여 상

 학교로 갈수록 심화 과정으로 범 를 특정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코딩

과 련된 로그래 과 컴퓨터 시스템 역에 한정하

여 비교하 으며 성취기 과 평가 기 은 이 연구의 

범 를 벗어나 다루지 않았다. 

교육부가 제시하는 코딩에서의 학습 요소를 보면 다

음 [그림 1]과 같다. 정보과학 교과의 경우 ' 로그래

', '자료처리', '알고리즘', '컴퓨  시스템' 역으로

만 구성되어 있으며 선수 교과 들과 비교하면 로그

래 과 알고리즘을 강조하여 구성하고 있다는 이 다

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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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출 사

로그래  

언어

피지컬컴퓨

 교구

1 교문사 엔트리 E-센서보드

2 능률 스크래치 피코보드

3 씨마스 엔트리 E-센서보드

4 원교재사
엔트리,

MBLOCK
아두이노

5 교학사 스크래치기반 코드이노

6 성 엔트리 E-센서보드

7 길벗 엔트리 E-센서보드

8 두배의느낌 엔트리 E-센서보드

9 미래앤 스크래치기반 아두이노

10 비상교육 엔트리 코드이노

11 서울교과서 스크래치기반 코드이노

12 성안당 스크래치 피코보드

13 와이비엠
엔트리, 

스크래치 기반
코드이노

14 천재교과서
엔트리, 

스크래치
피코보드

15
한국학력평가

원
스크래치기반 아두이노

16 한빛아카데미
비트 릭, 

스크래치
비트 릭

<표 1> 학교 교과서

구

분
출 사

로그래  

언어

피지컬컴퓨  

교구

1 성 C 언어 아두이노(C)

<표 2> 고등학교 교과서

2 삼양미디어 C 언어 아두이노(C)

3 씨마스 이썬
아두이노(ENTRY 

PYTHON)

4 교문사 이썬
아두이노(ENTRY 

PYTHON)

5 교학사 이썬
아 두 이 노

(PYTHON)

6 비상교육 이썬
아 두 이 노

(PYTHON)

7 천재교과서 이썬
아 두 이 노

(PYTHON)

 

[그림 1] 정보과목 구성

이를 기반으로 <표 1>의 검정받은 학교 교과서를 

보면 로그래  언어로 스크래치와 엔트리의 블록코

딩 사용법을 배우며 후반부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블록코딩을 이용해서 피지컬 센서 보드를 제어하는 내

용을 기반을 두고 있다.[3].

고등학교의 경우 <표 2>의 검정을 받은 7개의 정보 

교과서는 컴 일을 거쳐 실행 일을 만드는 텍스트 코

딩을 다루고 교과서 후반부에는 해당 언어를 통해 피

지컬 센서 보드를 제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부 고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블록코딩을 하는 

학교 과정에서는 학습자 수 에 한 교육용 언어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텍스트 코딩을 하는 고등학교

에서는 언어의 문법에 한 학습을 최소화할 것을 권

하고 있다. 즉 정보 교과에서 코딩과 피지컬 컴퓨 을 

제어할 SW 언어의 선택을 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와 

정보 교사의 재량으로 두고 있다.

3. PROCESSING 이란?

PROCESSING은 SCRATCH를 만든 MIT MEDIA 

LAB 소속의 CASEY REAS 와 BEN FRY가 만든 언

어로 해외에서는 하루 1시간 코딩을 하는 HOUR OF 

CODE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으며 술, 시뮬 이션, 

모바일, 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PROCESSING의 간언어로서의 장 은 다음 몇 가지

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SCRATCH와 마찬가지로 좌표 에서 도형 

등을 배치, 이를 제어함으로 시각 인 근으로 SW 

개념을 습득한다. [그림 2]는 학습자가 블록코딩에서 

배운 조건문을 ARDUINO에서  다른 제로 다시 

학습하는 것을 보여 다.

[그림 2] 블록코딩과 아두이노의 비교

[그림 3]은 좌우 벽에 튕기며 이동하는 공 제를 

SCRATCH와 PROCESSING으로 같이 구 한 것이다. 

두 언어 모두 좌표기반이기에 같은 제와 구성으로 

수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블록이 의미하는 코드가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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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고등학교 교과서의 체 구성

[그림 4] 잘못된 문법을 구성한 사례와 블록1

[그림 5] 잘못된 문법을 구성한 사례와 블록 2

[그림 3] 블록코딩과 PROCESSING의 비교

둘째, SCRATCH는 각각의 캐릭터에 블록을 넣어 

동작함으로 객체에 해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으

며 JAVA를 모태로 하는 PROCESSING에서는 클래스

를 통한 객체의 구성이 가능하다.

셋째, PROCESSING는 JAVA 언어를 기반으로 만

들어졌으며 PYTHON, JAVA JAVASCRIPT, PERL, 

R, ANDROID를 지원하여 교사의 언어선택 폭을 넓

주어 특정 언어의 기능, 문법 습득에 치우치지 않도록 

수업 운 이 가능하다.

넷째, SCRATCH와 ARDUINO의 경우 코드를 1

씩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디버깅 능력을 습득함

에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ARDUINO를 학습하기 해서는 ARDUINO 

KIT가 있어야 하며 KIT 없이는 학습자가 만든 코드

를 실행해 볼 수 없다. 즉 텍스트 코딩을 할 때 항상 

소지해야 함이 문제로 작용한다.

여섯째, ARDUINO는 PROCESSING의 구조를 빌렸

기 때문에 같은 구조를 가진다.

4. 사례

블록코딩을 자세히 보면 블록마다 모양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블록의 결합 여부에 따라 자연스럽

게 텍스트 코딩의 문법을 체득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즉 블록코딩에서의 경험을 활용하는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변수, 반복, 제어 등의 개념

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텍스트 코드 들이 치할 

수 있는 장소를 잠재  학습으로 체득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이러한 블록 모양과 블록 치가 학습된 학습

자들은 텍스트 코딩을 할 때 코드를 어떤 식으로 배치

해야 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지지 않고 손쉽게 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한 학습자들

은 텍스트 코딩을 할 때 코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

지에 해 어려움을 가진다.

[그림 4]는 ARDUINO 수업을 받는 학생이 만들어 

둔 코드를 은 사진으로 31번 핀의 버튼을 르면 25

번 29번 PIN의 LED의 불을 켜는 문제에 한 코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 연산자의 치이다. 오

른쪽의 스크래치 블록을 보듯이 “그리고” 블록은 “만

약에” 블록에 맞출 수 있는 형태를 가지며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림 5] 한 비슷한 사례이다. If 조건문 안에서 

변수에 값을 할당하는 코드를 학생이 작성하 다.

이 한 오른쪽의 SCRATCH의 블록을 보면 결합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각각의 블록

들이 다른 모형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조립하면서 습

득했던 블록 치에 한 선행지식이 텍스트 코딩 단

계에서는 동작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5. 수업설계 및 적용

앞에서 본 , 고등학교 정보 교과의 커리큘럼을 정

리한다면 [그림 6] 같은 3단계로 구성이 되어있다.

본 연구는 블록코딩에서 텍스트 코딩으로 환 시 

간언어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함이 목 이므로 블

록코딩 6차시, 간언어 6차시, 텍스트 코딩 6차시로 

총 3개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 으며 각각

의 그룹은 단계2인 간단계를 제외하고 같은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 다.

본 연구의 상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거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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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인원

통제집단 11

실험집단 11

체 22

<표 3> 실험 인원

G1 C1 O1 X1 C2 O2

G2 C1 O1 Y1 C2 O2

<표 4> 연구 설계

집단 N M SD T P

G1 11 77.575 21.348
.062 .951

G2 11 76.969 24.104

<표 5> 사 검사

집단 N M SD T P

G1 11 45.454 33.175
-2.341 .030

G2 11 73.939 22.988

<표 6> 사후검사

학생 22명을 상으로 하 으며 2018년 1월부터 5월

까지 매주 1회씩 총 18차시에 걸쳐 진행되었다.

블록 코딩과 텍스트 코딩 과정 간에 학습자의 

환을 돕는 간언어의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교육부가 제안하는 기존의 교육방식과 새로운 교육방

식에 따라 학습에 정 , 부정  향을 주었는지를 

단하기 해 사 , 사후검사를 하 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G1 : 통제집단

G2 : 실험집단

C1 : SCRATCH 수업

O1 : 사 검사(마인드맵)

X1 : 블록을 이용한 피지컬 수업(기존의 방식)

Y1 : PROESSING을 이용한 수업(새로운 방식)

C2 : 텍스트를 이용한 피지컬 수업(아두이노)

O2 : 사후 검사(결과물 제출)

6. 연구결과

사 검사는 블록 코딩의 경우 이를 한 번도 안 해본 

학생과 조 이나마 심이 있어 경험이 있는 학생이 

편재해 있어 블록코딩을 하는 단계는 공통으로 수업을 

한 후 두 그룹으로 나 어 동질성 검사를 하 다.

가설의 검증으로는 두 집단 간의 독립 T-검정을 진

행하 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과 같다.

* p < 0.05

사 검사의 T-검정 결과에서 P값은 probability의 

약자로 가능성, 보편성을 의미하며 통제집단의 평균은 

100  환산 수 77.5 표 편차 21.3 가 나왔으며 실험

집단의 경우 평균 76.9와 표 편차 24.1이 나왔다. P값

이 0.05 보다 크며 유의미한 값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두 집단은 동일한 수 의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사후검사는 PROCESSING 과정과 블록을 이용한 

ARDUINO 제어를 하는 과정을 학습한 단계2에서는 

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과정이 이후 텍스트 코딩 

단계의 학업성취에 향을 주었는지를 단하기 해

서는 동일한 내용의 아두이노 수업을 들은 후 결과물

을 제작하는 것으로 단하 다. 각각의 과제는 사

검사와 마찬가지로 5문제를 제출하 고 그 결과는 다

음 <표 6>'과 같다.

* p < 0.05

사후검사의 독립 T-검정 결과에서 통제집단의 평균

은 100  환산 수 45.4 표 편차 33.1이 나왔으며 실

험집단의 경우 평균 73.9 과 표 편차 22.9가 나왔

다. 한, p 값이 0.05 보다 작으므로 두 집단의 사후

검사 결과에 차이가 유의미하다.

7.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행 학교에서의 

블록 코딩, 블록으로 피지컬 제어 과정은 이후 고등학

교 과정에서 텍스트 코딩, 텍스트로 피지컬 제어에 큰 

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해서는 우선 수업 시수가 먼  확보되어야 한

다. 은 시수 안에 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교과서 내에 가장 요시되는 코딩 그 자체

의 학습량이 히 게 된 것이다. 한, 문법학습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하여 블록과 1:1 응되어 텍스

트로 코딩하는 간언어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미 몇

몇 교과서에서는 이 논문의 주장과 유사한 

ENTRY-PYTHON을 이용한 방식을 용하 는데 이

러한 을 참고하여 지 과 같은 교사 재량의 SW 언

어선택이 아닌 연계성을 고려한 EPL 학습언어를 지정

하여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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