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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디지털 혁명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은 필수적이다. 특히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는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로운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게임 프

로그래밍에 관한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에 적합한 

게임 프로그래밍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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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디지털 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모두를 위한 컴퓨팅 사고력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것을 개정의 

중점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문화소양과 컴퓨팅 사고력 함양은 물론, 협력적 문제해결력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흥미로운 학습 환경을 제공하

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에 몰입시킬 수 있는 게임 프로그래밍 관련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소프트웨어 교육 

목표에 적합한 게임 프로그래밍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II. Theoretical Backgrounds

1. 게임 프로그래밍 교육

게임 활용 교육은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쉽게 유발할 수 있으며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몰입을 이끈다. 또한, 게임 프로그래밍

은 논리적·수학적 사고, 창의적·예술적 사고,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 

프로젝트 수행 및 스케줄 관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게임 개발 학습 과정에 흥미를 느끼고, 개발한 

게임을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2.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다음 [Fig. 1]과 같다.

Fig. 1. Development phase of the software life cycle

III. Methods and Results

1. 연구 방법

1.1. 언구 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할 연구를 수집하는 기준과 선정한 연구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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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내용

연구 주제 게임 프로그래밍 활용 교육

연구 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사용 언어 블록기반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등재 정보 KCI 등재 후보 이상

연구자(연도) 논문명

박판우

(2016)

게임 프로그래밍을 통한 초등 융합 

소프트웨어 교육 방안

홍성권 외

(2014)

초등학생의 게임 프로그래밍 경험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송정범

(2008)

메타인지 전략을 활용한 게임 

프로그래밍 학습이 초등학생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Table 1. Case Collection Criteria & Selected Studies

1.2.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 기준은 3가지이다. 첫째, 게임 프로그래밍을 

교수·학습에 도입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둘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학습 과정 중 특히 요구사항 명세(요구분석)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업 

및 의사소통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어떻게, 또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2. 분석 결과

2.1 게임 프로그래밍의 목적

게임 프로그래밍을 도입한 이유는 모두 게임 프로그래밍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러나 각각의 

연구가 지향하는 바, 즉 게임프로그래밍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문제해결력 향상, 자기효능감 증진, 융합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모델 제시로 각각 상이하였다.

2.2 요구분석 과정

요구사항 명세(요구분석) 과정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실제적인 첫 

단계로 사용자의 요구에 대하여 이해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은 안내된 프로그래밍 과정을 따라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

다. 즉, 요구분석 과정이 아예 생략되거나,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게임을 

구상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2.3 협업 및 의사소통

협업과 의사소통은 협력적 문제해결력의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에서는 협업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요소가 없거나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즉, 학생들의 수준별 

차이는 그룹 학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하거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교사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친구의 게임을 

살펴보고 자신의 방법보다 효과적인 것을 찾아보는 활동에 그치고 

있었다.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게임 프로그래밍에 관한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게임 프로그래밍은 문제해결력 및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융합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모델로 적합함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중요한 부분인 요구분석과 

협업 및 의사소통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게임 프로그래밍의 장점을 지원하면서 2015 개정 소프트웨

어 교육의 목표인 컴퓨팅 사고력과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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