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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SW교육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커톤 기반의 SW교육이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학습과 비교하여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교사들에게 평가하

게 하였으며, 피지컬 컴퓨팅 또는 로봇 작품에 대한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적용 결과 해커톤 기반 SW교육을 받

은 집단이 작품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창의성 중 정교성과 문제해결력의 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해커톤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 산

출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ducational effect on creativity and solving-problem ability based on hackathon of 
elementary SW education. We divided into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with activities of physical computing or robots. The control 
groups conducted by traditional project based learning collaboratively and the experimental group in hackathon. The outcomes from 
students were evaluated to by elementary teachers with questionnaire and analyzed to the creativity and solving-problem ability of 
physical computing or robot productions. As a result, a group of hackathon showed significant positive results in the accuracy on 
creativity and solving-problem skills statistically. We concluded that the free atmosphere of hackathon for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have been attributed to various ideas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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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초연결사회로 접어듦에 따

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주목받고 있는 컴퓨팅 사고력

(Computational Thinking;CT)과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문제

해결력과 협업능력, 그리고 창의력까지 갖춘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교육방

법을 고찰하여 초등학교에서 해커톤(Hackathon)이 갖는 교육

적 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래밍과 교구 교육을 위

하여 엔트리와 로봇 교구를 다루기 위한 기초 수업 후, 프로

젝트 활동을 위한 해커톤을 실시하였다. 교육용 로봇은 원격

조종이 가능한 타율지능형[1], 스스로 증강현실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율지능형[2], 그리고 프로그램교육을 위한 SW활

용형과 창의적 제작까지 가능한 보드로 구성된 교구로봇형으

로 나눌 수 있다. 이 논문은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SW교육용 

로봇과 창의적 제작이 가능한 보드형 로봇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팀프로젝트 학습방식과 해커톤 방

식의 학습이 로봇을 활용한 SW교육 프로젝트활동 결과 산출

물에 대한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SW교육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변화한 사회는 새로운 능력을 요구

하게 되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응용하는 능력 뿐 아니

라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및 창의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시

대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3]. 기존에 학생들에게 요구했던 

사고력이 아닌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능력으로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등을 통한 문제해결력이 중요해지며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 주목받는 것이 SW교육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9월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2018년부터 단계적

으로 초․중등학교에 SW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에듀넷의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정보 교과역량은 그림 1과 같다.

교과역량이란 교과가 기반한 학문의 지식 및 기능을 습득

하고 활용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정보소양 

역량이란 정보사회의 가치를 이해하고 정보사회 구성원으로

써 윤리의식 및 시민의식을 갖추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그 하위 역량으로 정

보윤리의식, 정보보호능력, 정보기술활용능력 등이 있다. 컴

그림 1. 정보 교과 역량

Fig 1. Competency of Information Subject
   

퓨팅 사고력이란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및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이

해하고 창의적 해법을 구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하며, 그 하위 역량으로 추상화능력, 자동화능력(프로그래

밍), 창의․융합능력 등이 있다. 협력적 문제해결력이란 네트워

크 컴퓨팅 환경에 기반한 다양한 지식․학습 공동체에서 공유

와 효율적인 의사소통, 협업을 통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그 하위 역량으로 협력적 컴퓨

팅 사고력, 디지털 의사소통 능력, 공유와 협업능력 등으로 

구성한다고 본다.

2-2 팀 프로젝트 학습

팀 프로젝트 학습은 프로젝트중심학습 (Project-Based 
Learning)의 한 유형으로 팀 단위로 수행되는 학습활동을 의

미한다. 팀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협력적 활

동을 통해 보고서, 설계안, 모델 등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주어진 충분한 시간동안 주

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교수자는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4]. 팀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양질의 산출물 도출을 위

해 구성원들이 가진 능력과 지식을 모으는 것이 강조되는데

[5]. 팀 프로젝트학습의 성공 여부는 모든 협력학습이 그러

하듯 팀 구성원의 능력과 노력, 상호신뢰감과 의존성, 유기적

인 의사소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6].

2-3 해커톤 

   
최근 팀 프로젝트 학습의 장점을 가진 해커톤이라는 활동 

방법이 기업활동 및 교육활동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해커톤

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등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팀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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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아이디어를 구현시키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대회

나 행사를 말한다. 해커톤은 짧은 시간의 이벤트에 비해 사람

들이 장시간 모여 협동하여 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잠재

력과 가치를 지니며 프로토타입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협업을 유도함으로써 컴퓨터과학 영역 학습

에 잠재적 문제해결을 촉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8].

다음 장에서는 팀 프로젝트와 해커톤 프로젝트 비교를 위

한 실험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Ⅲ. 실험 방법

3-1 실험대상과 설계

본 연구는 해커톤을 적용하여 수업이 일반적인 프로젝트 

학습에 비해 작품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충북에 위치한 M초등학교 6학년 중 1개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커톤은 그 정의에 따라 기획자,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이 모여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능력, 로봇활용 능력, 디자인 능력, 리더십 및 의

사소통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학생들로 

모둠을 구성하였으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각각 4~5

명으로 이루어진 3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학생들

의 디자인 및 리더십 능력 등은 평소 교실 수업 중의 모습을 

토대로 분류하였으며, 프로그래밍 능력 및 로봇활용 능력은 

공통과정 11차시를 진행하며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분류하

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3-2 실험준비물과 수업내용

해커톤이 학생 작품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기 위한 프로젝트 활동을 위하여 총 17차시의 수업 

중 11차시까지는 공통된 기초적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실험집단은 행사의 성격을 갖도록 자유로운 활동 분위기를 

제공하는 해커톤 학습을, 비교집단은 ‘준비-기획-수행-정리’ 

단계의 통제된 학습환경을 갖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두 집

단의 프로젝트는 12차시～ 17차시까지 6시간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비교집단은 6시간이 주어진 걸 인지하고 

프로젝트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실험집단은 정규 수업 시간 

이후까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도

Boy Girl Total

Control Group 8 6 14

Experimental 
Group

9 6 15

표 1. 실험참가자들의 성별 분포

Table 1. Sexu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그림 2. 비교집단 실험장면

Fig 2. The Scene of the Control Group

그림 3. 실험집단 실험장면

Fig 3. The Scene of the Experimental Group

록 했다. 두 집단 모두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한 SW활용형 로

봇 햄스터, 알버트 그리고 창의적 보드인 MakeyMakey를 사

용하였고, 과제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가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해보고 해결방법 만들어보기’로 설

정하였다. 

비교집단은 일반적인 프로젝트 학습으로 수업을 진행

한다. 그림 2와 같이 교사의 주도 하에 프로젝트 수업을 시

작하며, 학생들은 활동에 통제를 받으므로 자유로운 토론이

나 회의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양한 분야에 장점을 가진 학

생들로 모여 모둠을 이루어 활동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작한다. 학습지에 개별 역할이 주어져 본격적인 활동 

전 각자가 역할을 선정하여 활동하게 된다. 일반적인 수

업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수업을 진행

하며 40분의 활동 후 10분 동안 휴식을 취하였다. 교사 

주도로 수업을 시작하되, 모둠 활동이 시작된 후에는 조

언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실험집단은 해커톤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그림 3과 같

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협업으로 수업이 이루

어진다. 통제가 없으므로 학생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의견을 공유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다.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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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았

다. 주어진 과제 해결을 위한 모든 활동 및 행동에 자율성

을 부여하여, 토의, 역할분담 및 휴식시간까지 모든 것은 

학생들의 자율에 맡겼으며, 교사는 학생 활동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다. 

3-3 평가도구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작품에 대한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 평가를 

위해, 평가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총 13명의 교사 대상으

로 표 2와 같이 리커러트 5점 척도에 의하여 각 모둠의 결과

물에 대한 평가를 한다. 

Strongly
Disagree

Dis
agree

Un-
decided

Agree
Strongly
Agree

C r e
ativi
ty

Flexibi
lity

① ② ③ ④ ⑤

Origin
ality

① ② ③ ④ ⑤

Accur
acy

① ② ③ ④ ⑤

Solving-Pro
blem Ability

① ② ③ ④ ⑤

표 2.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 평가지

Table 2. Evaluation Questionnaire

작품에 대한 창의성은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으로 하위 영

역을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 전 작품 및 평가 영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융통성은 고정적인 사고에

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

으로 학생들이 만든 작품이 일반적인 것들과 사용방법이나 

동작에 있어서 얼마나 다른지를 평가하였다. 독창성이란 이

미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학생들이 만든 작품이 얼마나 독창적인지를 평가하였다. 정

교성은 이미 우리가 접하고 있거나 잘 알려져 있는 아이디어

에 흥미롭고 새로운 디테일을 더하여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어 내는 능력으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얼마나 흥미롭고 

디테일한 요소가 추가됐는지를 평가하였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들에게는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을 구분할 수 없도록 순서를 무작위 배열하여 제시하였으며, 

평가자들이 작품에 특징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학생들

이 제시한 작품의 의도, 동작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함께 부

연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Ⅳ. 결과 분석

4-1 창의성

그림 4는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오른쪽 열은 실험집단의 

결과물이며, 작품에 대한 교사들의 창의성의 평가 결과는 표 

3과 같다. 영역 중 융통성 영역에서 비교집단은 평균 3.62점

을 실험집단은 3.87 점으로 실험집단이 0.25 점 높았으나 t-

검정 결과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통제집단 작품(왼쪽), 실험집단 작품(오른쪽)
Fig 4. Outcomes of Control’s(Left), Experimental’s(Right)

독창성은 두 집단에서 t-검정 결과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

나지 않았으나 비교집단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실험집단의 경우 대화와 이동이 자유로워 의견 공유가 매우 

활발히 일어났는데 그 결과 한 모둠이 다른 모둠의 아이디어

를 차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두 작품의 

제작 의도 및 작동 원리가 유사하여, 평가자들은 해당 작품들

이 독창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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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ity

Flexibility Originality Accuracy

Control
Group

Group 1 4.08 3.85 3.69

Group 2 3.54 3.85 3.38

Group 3 3.23 3.15 3.08

Average 3.62 3.62 3.38

Exper i
mental
Group

Group 4 3.62 3.46 3.54

Group 5 4.23 3.92 4.08

Group 6 3.77 3.38 4.08

Average 3.87 3.59 3.90

T -1.043 0.099 -2.027

P-value 0.300 0.921 0.046*

표 3. 창의성 T-검정 결과

Table 3. T-test of Creativity

 *displays significant at the level P=0.05
정교성에서 실험집단은 평균 3.90점으로 비교집단의 3.38

점에 비하여 0.52점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t-검정 결과 유

의미한 결과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구

체화하는 과정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다양한 관점

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

는데 더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낸다.

4-2 문제해결력

작품에 대한 문제해결력의 평가 결과는 표 4와 같다. 문제

해결력 평가는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이 주어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측정한 것으로, 실험집단의 경우 

평균 4.13점으로 비교집단의 3.64점에 비하여 0.49점 높게 

평가받았으며, t-검정 결과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평가자들은 실험집단에서 만든 작품이 주어진 문제 해결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평가

자들은 비교집단의 작품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교집단의 모둠 3의 경우 실험집

단의 모둠 6과 비교하여 0.93의 높은 차이를 나타냈는데,  아

이디어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일부 학생의 아

이디어만으로 결과물을 도출한 모둠에서 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팀원들 전체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학생들의 아이디어만으로 작품을 만들어져 효과적인 산

출물 제작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해커톤을 

통해 활발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팀원들 모두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결과들이 작품의 문제해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다고 할 수 있다.

solving problem ability

Control 
Group

Group 1 4.00

Group 2 3.54

Group 3 3.38

Average 3.64

Experimental
Group

Group 4 3.85

Group 5 4.23

Group 6 4.31

Average 4.13

T -2.030

P-value 0.046*

표 4. 문제 해결력 T-검정 결과

Table 4. T-test of Solving-Problem Ability

*displays significant at the level P=0.05

Ⅴ. 결  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SW중심사회로 변화해가고 있는 시

점에서, 새로운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일이 

새로운 교육적 과업이 되었다. 최근 몇 년간 주목받기 시작한 

컴퓨팅 사고력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과 의사소통하며 협업하는 

능력은 새로운 시대에서 필수적인 능력이라는 공감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의 능력을 포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으로서 해커톤을 제시하였고 초등교육에 적용해 

보았다. 결과 분석을 위하여 학생들이 만든 작품에 대해 교사 

평가를 통하여 t-검정을 수행한 결과, 독창성을 제외한 창의

력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실험집단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작품의 정교성 및 문제해결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수치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프로젝트 중심 학습의 한 유형이면서도 기존의 학교에서 

실행되어 왔던 일반적인 프로젝트 학습과는 다른 장점을 지

닌 해커톤은 무한한 교육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미래사

회의 인재 육성을 위한  SW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해커톤 기

반의 SW교육은 그 교육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앞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시키고 일반화시키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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