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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AI교육의 도입에 따라 데이터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

의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학생들의 데이터 기

반 문제해결력을 향상하기 위한 SW교육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ADDIE 교수설계모형을 바탕으로 프
로그램을 설계하였고, 교사를 대상으로 요구분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구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을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의 중요성과 그 역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SW
교육이 문제해결력에 어떤 유의미한 효과성을 나타낼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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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introduction of AI education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emphasizing the need for data related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students' data based problem solving skills. This study seeks to study SW

education methods to improve students' data based problem solving skills in accordance with these needs. Based

on the ADDIE model, the demand analysis survey was conducted on teachers to analyze their nee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emand analysis, we designed education programs under the theme of data based problem solv-

ing skills using microbit. In this study, we raise the importance of data based problem solving and the need for

its capabilities. Subsequent studies need to reveal how data based problem solving SW education will demonstrate
significant effects on problem solv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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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이 진행되었던 속도

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

어 교육(이하 SW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초등학생부터 SW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였다. 또

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이하 AI

교육)을 새롭게 교육과정에 편성하면서 4차산업시대를

살아갈 이 시대의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다[4].

AI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에 대한 중요성도 더불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정의한다. 초 단위

로 셀 수 없이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는 ‘데이터 폭발’

시대가 도래하는 가운데,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통해 비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데이터에 기반한 문

제해결력 향상을 도울 뿐 아니라 협력적 의사결정의 과

정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돕는다는 점에서 4차산업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

이다[1].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 분야인 데이터 과학은 기본적

으로 수학적 지식, 통계적 지식 뿐만 아니라 컴퓨터 과

학,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

고 있어 현재까지는 컴퓨터 교육의 타 분야에 비해서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안이 활발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

지는 않다. 가까운 미래에서부터 전문 종사자가 아닌 일

반 시민 또한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추지 못한다면 사회

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이

러한 사회의 요구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도 데이터 리터

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데이

터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대해 연구

하고자 하였다. 요구분석을 통해 실생활 주변에서 학생

들이 쉽게 접하는 주제 중에 데이터에 기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마이크로비트를 활용

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하였다[2],[3].

2. 이론적 배경

2.1.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란 데이터를 이해하고 의미를 추출하

여 활용하는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해결하거나 의사결정

을 하는 데 있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기

반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현대 사회에서 정

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데이터의 규모와 활용도가 높아

지면서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데

이터를 활용하는 역량은 관련 직종의 전문가와 같은 특

정 분야에서 필요로하는 역량이었으나 일상생활 곳곳에

서 데이터가 생성되고 활용될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일

반 시민에게도 필요한 역량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1],[5],[7].

데이터에 둘러싸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데이터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하였

을 때, 교육현장에서도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적극적

인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리터러시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데이터 기반의 실생활 문제 해결

을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2.2. 마이크로비트v2

마이크로비트는 영국 BBC를 비롯한 유수의 기업 및

교육기관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피지

컬 컴퓨팅 도구로 개발하였다.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컴퓨팅 교육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도구 중

하나이다. 추가적인 외부 장치의 연결 없이 내장 센서

만으로 빛, 온도, 가속도, 자기장 센서를 사용할 수 있

으며 25개의 LED와 2개의 버튼을 활용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버전인 ‘마이크로비트v2’로 리뉴얼

되어 마이크를 통해 소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터

치 센서가 추가되어 다양한 형태로 제어가 가능해졌다.

또한 스피커가 탑재되어 여러 음향 효과를 낼 수 있다

는 점에서 이전 버전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

되었다. 여러 성능이 향상된 마이크로비트v2를 적극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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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면 보다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 제작이 가능해

져 교육현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2].

2.3. 선행 연구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 SW교육 방안을 연

구하기 위하여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과학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았다.

허경(2020)은 엔트리에서 제공하는 스몰 데이터 크기

의 공공 데이터를 사용한 데이터 변수 간 상관관계 분

석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생 수준에 맞춘

데이터 과학 교육을 단계에 따라 제안하였다. 데이터 분

석 과정에서 문제를 분해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등 컴퓨

팅 사고력의 구성 요소들이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서 데이터 과학 교육이 컴퓨팅 사고 기반의 SW교

육과 접목되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9].

홍지연, 김영식(2020)은 AI 소양의 기초가 되는 데이

터 리터러시를 함양시키고자 AI 데이터 과학 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했다. 교육 프로그램을 실험반에 적용하여

실험집단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데이터 리터러시의 네

가지 세부 역량인 데이터 이해, 수집, 분석, 표현에서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얻어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데이터 과학 교육 프로그램이

데이터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

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8].

데이터 리터러시 및 데이터 과학 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최근 데이터를 주제로 하는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띄기 시작하여 그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데이터 과학

교육을 AI교육과 연계한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학생들이 직접 코딩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SW교육의 요소들을 접목한다면 컴퓨팅 사고력을 비롯

한 문제해결 역량 향상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라 판단하였다.

선행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과

학을 바탕으로 SW교육을 접목한 교육 방안을 연구하고

자 하였다. 실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를 데이

터 관점에서 바라보며 문제를 인식해 보고,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초등학교 수준에 적합한 방

법으로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낸다. 도

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데이터의 관점으로 문제를 인식하며, 현상을 데

이터화 하고 이에 기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그램

을 제작하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SW교육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AI교육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AI교육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으나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데이터와

관련된 교육은 그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다. 데이터 관련

교육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요구분석을 실시하였고, ADDIE 교수

설계모형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Analysis

•Analysis of teachers
•Pre-requirement analysis
(SW education teachers)
•Pre-test: Computational thinking
test(Bebras Challenge 2018)

Design
•Goal set up and tool selection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Teaching/learning plan (26
hour-lessons)
•Student textbooks (26 hour-lessons)

Implementation
•Implementation of education
program(26 hours)

Evaluation
•Post-test: Bebras Challenge(Bebras
Challenge 2019)

<Table 1>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Plan

3.1. 교육 프로그램 방향 설정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교육의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초등학생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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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데이터 역량 교육의 필요성과 요구 정도를 확인

하였다. 요구분석 결과 4차산업사회에서는 관련 전문직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약 92%)이었으며, 교

육현장에서는 데이터와 관련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데이터 역량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

으며 교육을 한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학습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파악할 수 있

었다. 학생들의 데이터 역량 교육을 위한 프로그래밍 도

구로 스크래치, 엔트리 등의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51.2%)이 가장 많았고, 피지컬 컴

퓨팅 도구가 적절하다는 의견(43.9%)이 뒤를 이었다. 또

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방법으로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한 방법을 가장 많이 추천(52.4%)하는 것으로 미루

어 보았을 때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

래밍 언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양한 내장

센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익히기 쉬운 마이크

로비트를 활용 도구로 선정하였다[6]. 요구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을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설문

에 따른 응답 결과는 <Table 2>, <Table 3>과 같다.

Necessity Response

Very needed 26 (61.9%)

Somewhat needed 13 (31%)

Neutral 3 (7.1%)

Somewhat unneeded 0 (0%)

Very unneeded 0 (0%)

<Table 2> The Need for Education of Data Competence

Competence Response

Data-driven problem
solving

32 (76.2%)

AI practice 22 (52.4%)

AI tools utilizing 8 (19%)

AI algorithm 16 (38.1%)

<Table 3> The Most Important Competence in AI Education

3.2. 교육 프로그램 설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요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 속

문제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해결하는 교육 프로그

램 주제를 선정하였다.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구성을 데이

터 이해를 위한 기초 교육, 예제 프로젝트 실습, 팀 프

로젝트로 설계해 보았다. 기초 교육에서는 데이터의 의

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개념 이해 교육, 마이크로비트를

통해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비트 프로그

래밍 기초 교육과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 및 시각화를

하기 위한 구글 스프레드시트 기초 강의, 그리고 간단한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절차 실습으로 계획해 보았다. 예

제 프로젝트 실습은 학생들이 실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들 중 데이터를 수집하여 문제 해결이 가능한

프로젝트들을 주제로 하여 구성하였다. 예제 실습에서

는 학생들이 문제인식 단계보다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마지막 팀 프로젝트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찾아 문제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계

획하여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해

보았다. 본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는 <Table 4>와 같다.

Theme Content

Reducing
obesity rate
for healthy
classroom.

•Using a pedometer of microbit.
•Collect amount of activity and BMI to
correlate between two data and find a

solution.

Set noise
standard to
make quiet
classroom.

•Using the sound sensor of microbit.
•Collect sound data from classroom and
selects the standard for direct noise.

Find and
resolve the
cause of the
distraction.

•Using the sound sensor of microbit
•Collect temperature, light and sound data
and analyze relationships, find solution.

To decide
the order of
lunch time.

•Measure the average time each student
eats in microbit.

•Choosing an efficient order using
measured data.

<Table 4> Theme of education program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SW교육 방안 연구   29

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AI교육의 도입에 따라 데이터 관련 교

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교육현장의 요구를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SW교육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

였다. 요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

터 수집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 도

구로 마이크로비트v2를 선정하였으며, 학생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학교 속의 문제들을 데이터에 기

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처

럼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SW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생활 주변의 문제를 데이터 관점으로 바라보고, 다양

한 정보들을 데이터화하여 수집,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가치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복잡한 데이

터들을 간단히 분해하고 규칙을 찾아내기 위해 생각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활용되는 사고력의 요소들

은 곧 컴퓨팅 사고력의 향상에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데이터화

해 보고, 데이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미래 지향적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데이터를 마주하게 될 미래 사회

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은

특정 분야의 직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갖

춰야 할 핵심역량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의 중요성과 그 역량의 필요성을 제언하

였지만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 컴퓨팅 사고력을 비롯한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문제해결력

에 어떤 유의미한 효과성을 나타낼지 밝히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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