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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프로그래밍 교육에 관한 연구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2000년부터 2015년 3월까지 학술연구정보

서비스(RISS)를 통해 검색된 152편의 논문을 선정하였고, 연구 주제에 따른 논문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 주제로는 프로그

래밍 교육 콘텐츠 및 교육과정 개발이 가장 많았고, 프로그래밍 교육의 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가 그 다음을 이루었다. 그러나 

교사 교육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 프로그래밍 교육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키워드: 초등(Elementary school), 프로그래밍 교육(Programming edcuation), 연구 동향 분석(analysis of research 
trend)

I. Introduction

21세기는 지식 정보 사회이며,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고등 사고력을 

지닌 인적 자원을 요구한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고등 사고력인 문제 

해결력, 창의성, 논리적 사고력 등은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향상 시킬 

수 있다[1]. 따라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컴퓨터 교육과정의 프로그래

밍 교육을 통하여 고등 사고력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2], 
우리나라도 프로그래밍 교육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지난 9월에 발표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 즉, 프로그래밍 교육의 강화를 위해 초중등에서 SW 관련 사항을 

필수로 이수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초등 교육과정에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3].
현재까지 초등 교육과정에는 프로그래밍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입될 초등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해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일구어낸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 프로그래밍 교육에 관한 연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II. Method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2000년부

터 2015년 3월까지의 국내 학술지 논문 검색을 하였으며, 검색 조건은 

‘초등 프로그래밍 교육’으로 정하였다. 검색된 결과 총 214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나 초등 프로그래밍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과 중복 

검색된 결과, 포스터 등의 결과는 배제하여 총 152편의 논문을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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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esults

3.1. 주제별 연구 현황

     

Topic numbers

Prospect and Measure 10

Development of educational contents and 

curriculums
75

Learning model and strategy 14

Learning effect 47

Study on teachers perception 4

Development of EPL and educational tool 2

others 2

Total 154

Classification of research topic

교육 콘텐츠 및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내용이 75건으로 가장 

활발히 연구된 주제임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학습자들에게 EPL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콘텐츠나 교육과정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학습 효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교사 인식 연구는 

4건이었으며, 교사 교육에 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분석한 논문 수 보다 분석된 논문이 2편 많은 까닭은 연구에 있어 

학습 모형 및 전략을 개발한 후 학습자의 반응을 연구하는 것과 

같이 2개의 주제가 중복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3.2. 학습 효과 연구별 분석

주제별로 분류된 연구들 중 프로그래밍 교육을 실시한 후 얻게 

되는 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한 논문들을 기준을 세워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은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연구 동향을 분석한 안상진[4]의 

논문을 참고하여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으로 세웠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2, 3과 같다. 전체 수가 앞서 제시된 논문의 수 보다 

많은 까닭은 2개 이상의 효과에 대해 검증한 논문들의 있었기 때문이다.

Emotional domains numbers

Self-efficacy 4

Learning Motive 6

Immersion 3

Interest 9

Others 2

total 24

Classification of emotional domain types

Cognitive domains numbers

Logical thinking ability 9

Problem-solving ability 10

Creativity 10

Programming concept 2

Programming ability 1

Others 3

total 35

Classification of cognitive domain types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RISS를 통해 초등 프로그래밍 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검색하여 동향을 조사하였다. 연구주제로는 교육 콘텐츠 및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고, 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는 그 다음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학습 효과는 정의적 영역에서는 

흥미에 대한 연구가, 인지적 영역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앞선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 교사 교육에 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의 초등 교사는 부전공으로 

컴퓨터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심화 교육과정으로써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교육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컴퓨터 활용 방법과 컴퓨터 교육에 관한 내용만 교육받고 있는 실정이

다[5].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프로그래밍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 및 앞으로 배출될 예비 교사에 대한 프로그래밍 

교육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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