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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컴퓨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한 교사들의 강의안에 한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

하 다. 연수에 참여한 정보․컴퓨터(특수 정보․컴퓨터 7명 포함) 교사 37명을 상으로 실제 학교 장에

서 학생들을 상으로 컴퓨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후, 산출물을 분석하 다. 산출

물 분석 결과 스 활동과 같은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는 분야를 발굴하는 방법, 쓰기와 같은 컴퓨터와 상

없는 일상생활의 사례를 활용하여 쓰기 회에 입상하는 사례, 수학여행 계획을 여러 학생이 함께 참여

하여 완성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 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 사례들에서 컴퓨  사고

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공통 인 요인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1980년 MIT의 퍼트(Papert) 교수가 처음으로 컴퓨

 사고(computational thinking)를 사용하 고, 이후   

2006년 카네기멜런 학의 지넷 윙(Jeannette M. 

Wing) 교수가 Comm. ACM 에 ‘컴퓨  사고’를 

게재한 후 큰 심 불러일으켰다. 지넷 윙 교수는 “컴

퓨  사고 기술은 컴퓨터 과학자에게만 국한되지 않

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근본 인 기술이다.”라고 

강조하여 컴퓨  사고가 다양한 분야에도 용될 수 

있다는  역설하 다[1, 2, 3, 4, 5, 6]

최근 들어 제 4차 산업 명이 두되면서 다양한 분

야에서 큰 심과 각 을 받기 시작하 고, 2018년 

학교에 정보과목이 필수가 되면서 ‘컴퓨  사고’에 

한 심이 커졌다. 그러나 ‘컴퓨  사고’에 한 다양한 

해석과 ‘컴퓨  사고’를 키워주는 방법에 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  사고’에 한 등 교사들의 

수업에 한 방안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상 교사들

은 2017년 K 학교 하계 자격연수에 참여한 정보․컴

퓨터(특수 정보․컴퓨터 7명 포함) 교사 37명을 상

으로 실제 학교 장에서 학생들을 상으로 컴퓨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후, 산

출물을 분석하 다. 

산출물 분석 결과 스 활동과 같은 학생들이 재미

있어 하는 분야를 발굴하는 방법, 쓰기와 같은 컴퓨

터와 상 없는 일상생활의 사례를 활용하여 쓰기 

회에 입상하는 사례, 수학여행 계획을 여러 학생이 함

께 참여하여 완성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 다. 본 논문

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 사례들은 분

류  분석하여 사례들에서 컴퓨  사고력을 향상시키

는 방안의 공통 인 요인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2.1 컴퓨  사고력 향상을 한 수업 방안 

사례 제시

교사들이 제시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자기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독창 인 사례를 제시하도록 하 다

[1, 4].

- 우리 학교는 해마다 농작물 수확량이 차이가 날까?

- 스 상을 보고 컴퓨  사고의 각 단계로 나 기

- 장르별로 화를 보고 컴퓨  사고의 각 단계로 나

기

- 축제에 발표할 연극 만들기

- 백일장 회를 한 쓰기 방안 고안하기

- 우리 학교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그램 만들기

- 1~100까지 숫자 맞추기

- 창의 아이디어 회 출 하는 과정 만들기

- 수학여행 계획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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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내용

엔터테인

먼트

스 상을 보고 컴퓨  사고의 각 

단계로 나 기

장르별로 화를 보고 컴퓨  사고의 

각 단계로 나 기

축제에 발표할 연극 만들기

.체능
학교 체육 회에서 1  하기

미술 그림 하기

교과

련

백일장 회를 한 쓰기 방안 고안

하기

우리 학교는 해마다 농작물 수확량이 

차이가 날까?

좌석을 이용하여 로그램 강의

국어의 지문을 보고 추상화, 자동화 해

보기

창의 아이디어 회 출 하는 과정 만

들기

일상생활

수학여행 계획 세우기

 다양한 라면 만들기

등하교 방법 고안하기

우리 학교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그램 만들기

게임

게임 시나리오 만들기

토끼와 거북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만들기

틀린 그림 찾기

1~100까지 숫자 맞추기

<표 1> ‘컴퓨  사고’ 수업의 사례별 분류

- 학교 체육 회에서 1  하기

- 틀린 그림 찾기

- 국어의 지문을 보고 추상화, 자동화 해보기

- 토끼와 거북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만들기

- 등ㆍ하교 방법 고안하기

- 카페, 매  운 하기

- 다양한 라면 만들기

- 좌석을 이용하여 로그램 강의

- 게임 시나리오 만들기

- 자기소개 하기

- 미술 그림 하기

2.2 역별 분류하기

<표 1>은 다양한 사례를 역 별로 분류해 본 것이다. 

여기에서 도출된 역은 엔터테인먼트, .체능교과, 

일상생활, 게임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

를 보고 다음과 같은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컴퓨  사고’ 수업은 정보 과목에 국한되지 않

고 다양한 교과목이나 일상생활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

을 보여 다. 

둘째, 부분의 활동이 학생들이 직  참여하거나 그

룹을 이루어 진행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업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셋째, 스, 화, 게임 등과 같이 학생들이 심이 

많고 재미있는 역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분의 사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

시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창의ㆍ융합

 사고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컴퓨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한 

교사들의 강의 방법에 해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하

여, 공통 역을 도출하 다. 공통 역을 통하여 ‘컴퓨

 사고’ 수업의 효과성과 활용성을 유추해 보았다. 흔

히 ‘컴퓨  사고’ 수업이 컴퓨터 로그래 의  단계

에 해당하는 정보 교과만을 한 수업으로 인식되기 

쉬운데, 여기에서는 여러 분야  일상생활에도 필요

한 수업임을 제시하 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의 사례

를 공유하면 더욱 충실하고 정확한 ‘컴퓨  사고’ 수업

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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