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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비 공자 상의 학습자 높이에서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고, 실제 비 공자의 컴퓨 사고력

(Computational Thinking)을 향상시키는데 콘텐츠에 따라 학생의 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보여 다. 기존

의 SW교육 시스템(EPL: Education Programming Language)의 단 인 실행 심의 SW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에서의 기 인 컴퓨  사고 련 제로서 모델별 단계  근을 시도하면서, 실제 생활 속 컴퓨  사고력 기반의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도록 피드백 방식이 비 공자 SW교육에 끼치는 향력을 확인하 다. 

1. 서 론

앞으로의 미래 사회와 4차 산업 명 시 에는 SW

(소 트웨어) 심의 디지털과 데이터 심의 사회로

서, 창의성(Creation)과 융합(Convergence)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SW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상된

다[1].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 역시 정부와 학계 그리고 

기업 등 SW교육의 필요성 등에 해 새로운 인식 

환이 이 지고 있으며, 공교육에서의 SW 교육을 강화

하기 한 목 으로 올해 2018년부터는 , , 고등학

교에서 SW와 정보 련 정규 수업으로 차 자리 잡

고 있다.

이를 해 최근의 SW 련 수업에서는 컴퓨  사

고력 심의 문제해결력을 요시 여기며, 공자와 

비 공자, 그리고 로그래  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SW교육 환경(스크래치, 엔트리, 블록키, 아두

이노, 햄스터, 드론 등)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재의 SW교육용 로그래  언어(EPL: 

Education Programming Language)들은 컴퓨  사고력

에서 요시 하는 추상화나 알고리즘의 사고 과정보다 

기존 로그래  도구로서의 역할(자동화  결과 심

의 실행능력) 등의 에 이 맞춰져 수업에 활용되

고 있는 실정으로, 반 인 컴퓨  사고력과 비 공자 

상 학습자의 역량을 고려한 능동  SW 교육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먼  본 논문에서

는 5가지 SW기 교육 모델을 통해 피드백(Feed) 방식

으로 근하여 실생활 심의 문제를 통해 비 공자 학

생들이 낮선 로그래  환경에서 컴퓨  사고력 향상

과 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 을 둔다.

2. 이론적 배경

2.1 컴퓨 사고력 기반 SW학습 모델

비 공자들은 딱딱한 이론 수업에서 벗어나 일상의 

문제를 통해 컴퓨 사고력 기반의 활동으로 재구성 할 

때 많은 흥미를 나타낸다[2]. 이는 실생활의 문제와 직

결되어 본인이 몰랐거나 체크하지 못한 부분에 해 

흥미를 유발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컴퓨  사고

력과 직 으로 연결된 소 트웨어라는 도구로 확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 차

와 제어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자

신이 완성한 로그램의 장·단 을 피드백을 받는 과

정이 요시되며, 이를 실제 수업에서 용하여 비

공자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로그래

을 처음 하는 비 공자  보자들은 아이디어를 

로그래 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로그래 의 차

를 무시하거나, 디버깅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 

등에서 ‘소 트웨어 만들기’라는 궁극  재미에 한 

흥미를 쉽게 잃어버린다[2]. 

아래 <표 1>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표한 연

구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SW교육에서의 

5가지 교수학습모델을 나타낸다[3]. 제안한 5가지 모델

은 컴퓨 사고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 각 

단계별 활동에 컴퓨  사고 구성요소(분해, 패턴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로그래 )를 포함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5가지 모델(①시연 심모델, ②재구성

심모델, ③개발 심모델, ④디자인 심모델, ⑤CT

심모델)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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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절차 설명

① 

시연 심(DMM) 모델

시연(Demonstration) 교사의 설명과 시범, 표  모델 제시

모방(Modeling) 학생 모방하기, 질문과 답

제작(Making) 단계 , 독립  학습, 반복 활동을 통한 기능학습

② 

재구성 심(UMC) 모델

놀이(Use) 학습자 체험 활동, 찰과 탐색

수정(Modify) 교사가 의도 으로 모듈  알고리즘을 변형하여 제시

재구성(reCreate)
놀이/수정 활동을 확장하여 자신만의 로그램 설계  

재구성

③ 

개발 심(DDD) 모델

탐구(Discovery) 탐색과 발견을 통한 지식 구성

설계(Design) 알고리즘의 계획  설계

개발(Development) 로그래  언어로 구   피드백

④ 

디자인 심(NDIS) 모델

요구분석(Needs) 주어진 문제에 한 고찰과 사용자 심의 요구 분석

디자인(Design) 분해와 패턴 찾기, 알고리즘의 설계

구 (Implementation) 로그래 과 피지컬 컴퓨 으로 산출물 구

⑤ 

CT요소 심(DPAA(P)) 

모델

분해(Decomposition) 컴퓨터가 해결가능한 단 로 문제 분해

패턴인식

(Patten Recognition)
반복되는 일정한 경향  규칙의 탐색

추상화(Abstraction) 문제 단순화, 패턴 인식으로 발견한 원리 공식화

알고리즘(Algorithm) 추상화된 핵심원리를 차 으로 구성

로그래

(Programming)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구 /실행

<표 1> [3]에서 제시한 SW교육 교수학습 5가지 모델

Q. 다음 수식의 결과를 출력하는 파이선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 ×

구분 절차 설명

① 

시연 심(DMM) 모델

시연(Demonstration) 프로그래밍의 수식 구조·원리 배우기
모방(Modeling) 프로그래밍의 수식 원리 모방하기
제작(Making) 프로그래밍으로 절차 만들기

② 

재구성 심(UMC) 모델

놀이(Use) 프로그래밍에서의 여러 수식 만들기
수정(Modify) 프로그램으로 여러 수식 수정하기
재구성(reCreate) 다른 방법으로 프로그래밍 수식 접근하기

③ 

개발 심(DDD) 모델

탐구(Discovery) 프로그래밍 수식 도구(변수, 함수)로 탐구하기
설계(Design) 수식원리를 프로그래밍 함수 구조로 설계하기
개발(Development) 수식원리를 고급 프로그래밍 방법(클래스)으로 완성하기

④ 

디자인 심(NDIS) 모델

요구분석(Needs) 프로그래밍 코드의 간결하게 작성하기
디자인(Design) 코드의 수식 구조화 하기
구 (Implementation) 수식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다루기

⑤ 

CT요소 심(DPAA(P)) 

모델

분해(Decomposition) 수식 분해하기
패턴인식

(Patten Recognition)
수식 패턴 찾기

추상화(Abstraction) 핵심 코드 나타내기
알고리즘(Algorithm) 알고리즘으로 이용방법 학습하기
로그래

(Programming)
프로그래밍으로 완성하기

<표 2> 비 공자 상 SW기 교육 로그램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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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습 콘텐츠 분석

[그림 1] 실습수업에 용한 피드백 구조도

 [그림 1]은 실제 수업에서 진행된 피드백 구조도

로서 강의식 SW교육의 단 (수동  평가, 정/오답 채

결과 등)을 극복하기 해 학습자가 작성한 1차 

로그래  코드를 유사 하이 벨(High Level Up) 로

그래  코드와 단계 으로 비교하도록 하여 컴퓨  사

고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취한 방식으로 실제 실습수업

에서 피드백 과정은 학습자 코드 검, 하이 벨 코드 

학습, 질문 등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아래 [그림 2]는 첫 오리엔테이션 때 실시한 비 공

자 인문사회계열 1학년 상 사  설문조사 결과의 일

부로서 2018년 1학기 첫 수업 출석자 153명이 답하

으며, 95.5%가 경험이 없다는 답변을 하 다.

Q1.  ‘ 로그램(SW)’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가?

     (결과: 있다 4.5%, 없다: 95.5%) 

[그림 2] SW 경험 여부 사  설문 결과 

다음 <표 3>의 측정 결과는 수업 기 이선의 수식처

리 과정과 변수 부분에 해 실습수업을 한 이후, 학생들이 

제시한 답안에 통계로서, 문제에 답한 학생의 수를 표시하

다. 그 결과, 1차에서는 부분의 학생이 112명(68.7%)이  

(사례1) 형식으로 ① 시연 심(DMM) 모델로 답하 고, 피

드백 과정 이후에는 ⑤ CT요소 심(DPAA(P)) 모델 – 변

수  함수 활용 등으로 풀이함으로써 컴퓨 사고력 향상

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그림 3]은 실습시간에 컴퓨  사고력 향상을 해 

실습수업에 진행한 문제로서 상  단계로 갈수록 로그램

의 처리 과정과 SW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생활 련 

로그래  문제를 제시하 다. 이 문제 역시 1차 으로는 

약 65%의 학생들이 ① 시연 심(DMM)모델로 학생들이 

답을 제시하 고 피드백 이후, ⑤ CT요소 심(DPAA(P)) 

모델로서 진 으로 컴퓨 사고력을 향상됨을 확인하 다.

. 

Q. 다음 수식의 결과를 출력하는 이선 로그

램을 작성하시오.

 

××

사례 작성코드 작성인원(수)

코드작성

사례 1

print((10.3*5.0-4.2*3)/

(19.5+2.7))
112명/163명

코드작성

사례 2

a =(10.3*5.0-4.2*3)

/(19.5+2.7)

print(a)

41명/163명

코드작성

사례 3

a=10.3 b=5.0 c=4.2 d=3 

e=19.5 f=2.7 

cal_1=a*b-c*d

cal_2=e+f

cal_3=cal_1/cal_2

print(cal_3)

4명/163명

코드작성

사례 4

print("%f"%((10.3*5.0 

- 4.2*3)/(19.5+2.7)))
4명/163명

코드작성

사례 5

print(eval("((10.3*5.0)

-(4.2*3))/(19.5+2.7)"))
2명/163명

<표 3> 비 공자 상 이선 로그래  수식 
학습과정의 이해도 측정 결과

[그림 3] 생활 속 컴퓨 사고 향상 실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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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4]는 비 공자 상 수업 종료 후, 설문조

사 결과의 일부로 18학년도 1학기 비 공 학생 150명이 

답한 결과이다.

Q1. ‘나는 소 트웨어 코딩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림 4] 문제해결능력 사후 설문 결과

 사후 설문 결과, 문제해결능력에 한 질문에서 

매우 그 다(3%), 그 다(29%), 보통이다(49%), 아니

다(16%), 매우아니다(3%) 순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4. 결론 및 논의

본 논문에서는 2018학년도 1학기 비 공자를 상으

로 실제 SW교육에 해 교수학습 모델에 기반한 실생

활 심의 SW학습 콘텐츠에 해 분석을 진행하 다. 

비록 많은 콘텐츠를 다룰 수는 없었지만, 그 결과 비

공자 상의 실습수업은 일반 강의식 수업을 진행했

을 때보다 피드백 과정이 요하며, 획일  이론 문제

보다 실생활 심의 콘텐츠에서 SW에 한 흥미를 느

끼고 근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향후, 내실 있는 비 공자 SW교육을 해 공별, 

그룹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실생활 심의 교육 콘텐

츠 개발과 여러 다양한 SW학습 모델에서의 효과를 분

석하는 방식 등으로 연구를 확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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