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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5 개정교육과정은 미래사

회의 경쟁력을 갖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

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가 필요함을 설

명하면서 소프트웨어(software) 교육을 강조하고 있

다[1,2]. 이에 발맞추어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산

하기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초중등 학생 및 

교사 그리고 성인 등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3-6].

초등학생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운영지

침은 ‘생활과 소프트웨어’ 영역과 ‘알고리즘과 프로

그래밍’ 영역으로 내용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컴퓨

팅사고력을 의미하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영역

은 3단계로 나누어 내용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

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문제를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초등학생의 컴퓨팅 사고를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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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구조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탐

색하는 단계, 두 번째는 알고리즘의 개념을 이해하고 

탐색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리즘으로 설계

하는 단계, 마지막은 프로그래밍 과정을 이해하고 설

계한 알고리즘을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educatio-

nal programming language)를 사용하여 프로그래

밍 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1,2,

7]. 제시한 세 단계는 독립된 과정이 아닌 각 단계들

을 연계하여 교수 학습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지도하도록 언급하고 있다[2].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문제해결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프로그래밍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와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학습을 최소화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프로그

래밍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시키는데 초점을 

둔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즉, 프로그래밍 언어의 습

득에 치중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의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탐구하

는 사고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래밍을 체험할 수 있도

록 교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알고리즘 체

험 요소에서는 “순차, 선택, 반복구조를 이용하여 문

제해결 절차를 그림이나 기호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를 성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2]. 이 내용의 

핵심은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순서에 따

라 표현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래밍 하도록 지도

하는 컴퓨팅 사고 중심의 교수지도가 중요함을 강조

하고 있다[7].

이 과정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찾아낸 문제해결 방

법을 순서도로 표현하는 과정은 실행될 프로그램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과정

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요소를 추

가할 때에도 이 과정에서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보완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문서작업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도

큐멘테이션(documentation)이라고 한다. 도큐멘테

이션은 프로그램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작성된 도큐멘테이

션은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와 오류수정 및 유지보수를 비용 효과적(cost-effec-

tive)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8-10]. 초기부

터 작성된 개념적인 설계를 나타내는 도큐멘테이션

은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모든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

로 참고함으로써 오류와 수정보완에 드는 비용을 최

소화하여 신뢰도 있는 프로그램을 완성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도큐멘테이션 작성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병행하여 수행되

어야 하는 필수적인 작업이다.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래밍 수업은 대부분 단순

한 문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지를 토대로 

학습자의 머릿속에 구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관적

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오류 수정과 보완작업을 

직관적으로 실행하는 지도방법을 주로 택하게 된다.

이러한 지도는 학습자가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

결방법을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단순히 프로그래밍언어의 구조학습과 실행유무에만 

초점을 둘 수 있다. 따라서 직관적인 프로그래밍 학

습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문제일지라도 프로

그램 구현 프로세스[11]에 의해 지도해야 하며 도큐

멘테이션 작성도 반드시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여

야한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상품화된 소프트

웨어를 활용하는데 익숙하고 컴퓨팅에 대해 초보자

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큐멘테이션 양식보다는 컴

퓨팅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언어의 

특징을 고려하여 안내하는 항목으로 구성된 양식을 

적용해야 한다. 이 때 도큐멘테이션 양식은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주어진 항목에 따라 

컴퓨팅 사고로 표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딩과 오류

를 수정하는 과정을 유도하여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

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한다.

본 논문은 컴퓨팅에 대해 처음 접하는 초등학생에

게 프로그래밍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

고 분석하는 과정을 컴퓨팅 사고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도큐멘테이션 양식의 중요성과 구성항목

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 제언은 컴퓨팅에 대해 처음 

접하는 초등학생 5, 6학년 70명을 대상으로 15시간씩 

2회 수업한 결과를 토대로 도큐멘테이션 양식을 구

성하는 항목에 따라 컴퓨팅 사고를 표현하는 능력에 

대한 변화를 관찰하고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근거 

자료로 하였다. 단, 이 연구는 전문가가 활용하고 있

는 도큐멘테이션 개념을 컴퓨팅 사고에 대해 지식이 

전혀 없는 초등학생들에게 문제를 컴퓨팅 영역에서 

해결하도록 사고를 이끌기 위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의미를 갖는다. 이 후 내용부터는 도큐멘테이션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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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적합한 표현인 ‘워크시트(worksheet)’로 명명

하여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연구 배경으

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도큐멘테이션 작업의 중요

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초등학생 5, 6학년 70명씩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각각 15시간씩 수업에 적용한 워크시트의 내

용을 토대로 3장에서는 일반적인 워크시트의 항목을 

적용한 후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컴

퓨팅 사고를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구

성한 워크시트의 항목에 대하여 제언하고, 학습자들

의 컴퓨팅 사고를 표현하는 능력에 대한 변화를 관찰

하고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결론을 정리하였다.

2.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도큐멘테이션의 중

요성

2.1 도큐멘테이션의 중요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과

정에서 소요되는 비용(cost)과 효율성(efficiency)이

다. 즉 비용을 효과적으로 소요(cost-effective)하면

서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

다. 여기서 비용은 복잡한 시스템을 위한 설계와 오

류 및 보완 그리고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구현방법 

등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소요되는 것

으로 어떻게 최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8-10].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된다. 즉, 소프트웨어의 품질

(quality)은 문제의 복잡성(complexity), 알고리즘

(required algorithm), 처리시간(processing time), 데

이터 표현(data representation), 메모리 요구(re-

quired memory)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들은 초기의 설계단계에서 고려해야만 한다. 만

일, 초기 설계단계에서 이러한 요구들을 고려하지 않

는다면,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오류는 즉각적으로 수

정가능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들지만 코

딩과 디버그, 타당성 검증단계와 실행단계에서 오류

발생이 지속된다면 유지보수 비용은 점점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본인이 작성한 프로그램의 구조

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수정과 보완

을 위한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은 다수의 개발자들 간의 협

업을 통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설계방법에 따라 오류 

및 유지보수 비용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각 

설계자들은 설계된 데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또는 

발생한 오류에 대해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이때 설

계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한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구현방법, 명시한 설

계내용, 차트를 활용한 설계내용, 고급언어 표현 등

에 대한 기록 등을 먼저 이해해야만 유지보수가 가능

하기 때문이다[8]. 만일, 설계자의 머릿속에 구상한 

내용을 기반으로 직관적으로 프로그래밍 한다면 오

류가 발생하거나 수정보완을 할 경우 본인뿐만 아니

라 협업을 하는 개발자들도 소스코드(source code)

를 직접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이 작업을 프로그램

이 완성될 때까지 반복한다면 최악의 비용을 소요하

게 될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

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며 이 작업

은 비용 효과적(cost-effective)으로 신뢰도 있는 프

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록을 도큐멘테이션(documentation)이

라고 하며, 생성될 프로그램(product)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분석, 설계, 구현 방법 등에 대한 내용 등을 기

록하는 것이다. 또한 이 작업은 개발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산물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개발자의 컴퓨팅 사

고를 표현해 놓은 문서이기도 하다. 도큐멘테이션은 

프로그램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프

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오류수정 및 유지보수를 비용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8-10].

2.2 컴퓨팅 사고력과 지도방법

최근 컴퓨팅 교육관련 국외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

면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뿐

만 아니라 컴퓨팅에 대한 개념과 원리에 대한 학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컴퓨팅 문제해결 과정

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력, 창의력 및 분석력을 신장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컴퓨팅 사

고를 교육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의 내용과 적용할 수 있는 응용문제 개발이 필요하

며, 이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실환경, 교수

전략(instructional strategies) 그리고 교수법(peda-

gogy)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12-15].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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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됨에 따라 Table 1에서와 같이 2015 개정교

육과정에서 교과 내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인 문제해

결과 알고리즘을 다루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체험활

동으로 프로그래밍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

어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지도방법 중에서 도큐멘테이션과 연관

된 부분으로 Table 2는 소프트웨어교육 운영지침 해

설서 중에서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영역에 대한 학

급별 성취기준에 따른 지도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여

기서 교사는 실생활의 간단한 문제를 사례로 하여 

학습자가 문제를 분석하고 흐름도와 그래프 등으로 

구조화하여 표현할 수 있게 지도하도록 설명하고 있

다. 또한 자신이 제시한 문제해결 방법과 개선점에 

대해 상호토론하고 수정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지

도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교수

학습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지도과정에서 학습자가 문제를 분석한 과

정과 해결과정, 그리고 순서도를 기록하고 기록한 문

서를 바탕으로 상호토론 및 문제의 개선점 또는 수정 

등의 지도를 한다면 코딩이후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유지보수를 위한 노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기초하여 직

감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실행의 유무에만 관심을 

두는 지도방식을 지양할 수 있을 것이다.

3. 일반적인 워크시트를 적용하였을 때 나타난 

문제점

이 장에서는 일반적인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프로

그래밍 수업을 진행한 후, 학습자들이 작성한 워크시

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컴퓨팅 사고를 표현한 것 중에

서 학습자의 90%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

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대부분 수업에서 활용되는 일반적인 워크시트의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문제정의(pro-

blem definition)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고, 다음으로 이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순서도로 도식화하고, 프로그래밍 후에 느낀 점에 대

해서 서술하는 형식을 갖춘다. 이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 워크시트를 수업에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사항, 오류 및 

수정내용에 대한 형식은 생략하였으며, 그 이유는 전

문가가 아닌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컴퓨팅 사고를 표

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Fig. 1은 일반

적인 워크시트 형식의 예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시한 

문제에 따라 워크시트의 형식을 재구성하였지만 항

목은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Table 1. Contents of revised curriculum (elementary school) [1]

Classification Revised curriculum 2009 Revised curriculum 2015

Within the

curriculum

- Information devices and cyber space

- Production and practical training of

multimedia data

- Life and software

- Experience of problem-solving process

- Experience of algorithm

Experiential activity Experience of programming

Table 2. Algorithm and programming teaching method in elementary school [2]

Classification Content element Explanation

Achievement

standards

Experience of

algorithm

․The procedure can be expressed using the sequential, selection and

repeat statements as well as drawings or symbol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Algorithm and

programming

area

․Present a problem that students can experience in their daily life and

instruct students with a focus on the process to solve such problem

․Instruct students to try various procedures and methods to solve a

problem and design an algorithm for such procedures and methods

․Instruct students that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the procedure to

solve a problem, designing of algorithm and programming step

․Instruct students to recognize that such procedures are to improve their

computation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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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용자 관점

컴퓨팅 사고를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을 일련의 순서로 나열하는 능력이

다. 이러한 사고 능력을 학습하기 위해서 먼저, 실생

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예제로 하여 표현

하도록 하였다. 대표적으로 두 개의 문제를 통해 나

타난 문제점을 설명한다. Fig. 2와 Fig. 3은 컵라면을 

조리하는 과정과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한 워크시트의 예이다. 두 예에서,

학습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범위

에 대하여 제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즉, Fig. 2는 컵라면을 조리하는 과정 외에 사용자

가 컵라면을 먹을 것인지 판단하거나 먹는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Fig. 3의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사용자가 문제를 풀기 전의 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계산 결과를 연필로 적는 행동까지 

문제해결 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55를 정답으

로 계산한 후, 정답인지 오답인지 판단하고 수정하거

나 평가까지 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즉, 사용자

의 역할까지 문제해결 과정에 포함하여 표현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대부분 다른 예에서

도 나타났다.

Fig. 1. An example for worksheet.

(a) (b) (c)

Fig. 2. Example of worksheet : Process to cook an instant cup noodle. (a) Student 1 (b) Student 2, and (c) Student 3.



315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초등학생의 컴퓨팅 사고를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큐멘테이션 형식에 대한 연구

이는 학습자들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데 익숙

하여 개발자와 사용자 시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발자의 시점으로 컴퓨

팅 사고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교사의 명확한 설명도 

필요하지만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워크시트에서 컴퓨팅 사

고와 연계할 수 있도록 문제의 해결 범위를 제한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다.

3.2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단일 알

고리즘 작성

3.1의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예제

로 하여 문제해결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학습을 

진행한 후, 컴퓨팅 사고와 연계하기 위하여 프로그래

밍을 위한 문제를 제시하고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학

습을 진행하였다. Fig. 4는 객체의 수가 한 개 이상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의 예로 (a)는 한 개의 객체 내에 

네 개의 알고리즘이 요구되는 문제로 상하좌우의 방

향키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동작을 취하는 알고리즘,

(b)는 네 개의 객체간의 상호작용으로 전기를 생성하

는 문제의 알고리즘, (c)는 두 개의 객체로 구성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문제의 알고리즘의 일부 

예이다. 이 외의 문제에서도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모

든 객체 알고리즘을 혼합하여 한 개의 단일 알고리즘

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계된 알고리즘은 다

음단계인 코딩단계와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

는 워크시트에 작성한 알고리즘과 상관없이 직관적

인 코딩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워크시트의 항

목을 구성할 때 선택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워크시트로서 의

미가 없게 된다.

본 수업에서 선택한 구현언어는 교육용프로그래

밍 언어인 스크래치(scratch) 언어[16]이기 때문에 

워크시트내의 항목을 구성할 때 스크래치 언어의 특

성을 고려하여 알고리즘을 설계하도록 안내해야 한

다. 즉, 객체간의 정의와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코딩단계

의 비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3.3 스토리텔링 형식의 알고리즘 작성

3.1과 3.2의 수업을 통해 상호 연관되어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문제해결 과정을 스토리텔링 형태로 

인식하고 알고리즘을 이야기 전개 형식으로 표현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5를 보면 (a)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배경 이야기를 알고리즘으로 

작성한 예이며, (b)는 방향키를 사용하여 블록을 쌓

아가는 상황을 이야기로 표현한 알고리즘의 예이다.

(c)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상황을 이야기로 작

성한 알고리즘의 예이다. 이것 또한 컴퓨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스토리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컴퓨팅 사

고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a) (b) (c)

Fig. 3. Example of worksheet: Procedure to find the sum from 1 to 10. (a) Student 1 (b) Student 2, and (c) Studen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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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구성한 워크시트의 적용과 컴퓨팅 사고의 

표현의 변화

3장에서는 일반적인 워크시트의 형식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면서 워크시트의 90%이상에서 나타

난 대표적인 문제점 세 가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세 가지 문제점은 상호 연관되어 발생한 문제로 워크

시트의 항목이 컴퓨팅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최

대한 컴퓨팅 사고를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워크

시트의 항목을 재구성하고 수업에 적용한 결과를 바

탕으로 학습자의 컴퓨팅 사고에 대한 표현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4.1 재구성한 워크시트

3장에서 활용한 워크시트는 문제정의, 알고리즘,

순서도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영역만 안내하고 있

(a) (b) (c)

Fig. 4. Example of single algorithm. (a) Path-finding, (b) Electricity generation, and (c) Race between a rabbit and 

a tortoise.

(a) (b) (c)

Fig. 5. Example of story-telling format. (a) Story, (b) Piling blocks, and (c) Race between a rabbit and a tort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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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 1). 도큐멘테이션 측면에서 컴퓨팅 사고를 표

현하도록 하려면 구현할 언어의 특징을 고려하여 항

목을 구성하여야하며, 다음단계인 코딩과 연계되어

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를 정의할 때 문제해결 범위에 대해 조

건(condition)을 사용하여 명확히 명시(description)

하여 개발자 입장으로 유도하였다. 프로그래밍을 위

한 학습목표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빈칸을 두어 학습자가 스토리를 구성하도록 

안내하였다.

둘째, 학습목표에 해당하는 주요 명령어를 명시하

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요

명령어를 제시하여 문제해결의 방향을 안내하였다.

셋째, 문제에서 필요한 자원들과 객체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하였다.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모든 문제

를 단일 알고리즘으로 표현한 것을 프로그래밍 언어

의 특징을 고려한 객체와 자원을 명시하도록 하여 

컴퓨팅 사고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넷째, 위에서 명시한 각각의 객체에 대하여 알고

리즘을 설계하도록 하였고 제한된 조건 속에서 다양

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안내하였다.

Fig. 6은 재구성한 워크시트 형식의 예이다. (a)는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구성한 항목으로 구

성된 워크시트의 예이며, (b)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항목으로 

구성된 워크시트의 예이다.

4.1 수업에 적용한 워크시트의 내용 분석

이 절에서는 재구성한 워크시트를 적용하여 수업

을 진행하면서 학습자의 80%이상에서 워크시트에 

컴퓨팅 사고를 표현한 내용이 개선된 문제를 중심으

로 분석하였다. 알고리즘의 내용에서 부분적 오류 또

는 구체화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Fig. 7은 난이도가 낮은 단순한 문제들 중 하나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a)와 (b)는 객체가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액션을 통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는 문제이

다. 이 기능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

에 키보드의 키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건을 제한하였

다. 그리고 스크래치 언어는 독립된 객체(또는 스프

라이트)들 간의 상호관계를 연결하여 동작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필요한 객체와 자원을 명시하도록 하였

(a) (b)

Fig. 6. Example of reconstituted worksheet form. (a) For a simple problem and (b) For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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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객체를 명시한 후 해당 객체에서 구현해야 하는 

기능을 학습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알고리즘의 수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연관하여 제한된 조건 속에서 학

습자의 다양한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용할 키보

드의 키도 사용자가 명시하도록 하였다. 화살표를 방

향키로 명시한 학습자도 있었고 키보드의 알파벳 키 

또는 숫자 키를 사용하여 명시한 학습자도 있었다.

이 과정은 컴퓨팅 사고로 표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며 또한 사용자와 개발자 입장을 

혼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마

지막으로 객체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Fig. 7의 (a)와 (b)는 Fig. 4의 (a)와 Fig. 5의 (b)와 

동일한 문제이며 워크시트를 재구성하여 적용한 결

과 단일 알고리즘이 아닌 독립된 4개의 알고리즘을 

작성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입장의 이야기

전개 요소가 생략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8은 Fig. 7보다 한 단계 위의 난이도를 갖는 

문제로 물체와 부딪치지 않고 도로를 건너는 문제이

다. Fig. 7과 다르게 조건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문제의 내용 속에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문제해

결 범위를 제한하였다. 학습목표를 고려하여 필요한 

명령어(x, y위치값)는 그대로 문제 속에 명시하였으

며, 제한된 조건 속에 스토리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문제의 상황(배경과 객체들)을 사용자가 설정

하고 이에 적합한 객체를 빈칸에 명시하도록 함으로

써 다양성을 고려하였다. 학습자들은 ‘학생과 선생

님, 박쥐와 하마, 버스와 고양이, 쥐와 고양이’ 등 다

양한 문제 상황들을 명시하였다.

또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어를 

제시하였다. 명령어를 제시하지 않으면 학습목표의 

범위를 벗어난 다양한 알고리즘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다. 그렇지 않으면 코딩

과 연계되지 않아 도큐멘테이션으로써 의미가 없어

지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제시된 명령어

를 사용하여 설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Fig. 7과 같이 필요한 객체를 사용자가 정의하고 각

각에 해당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도록 하였으며, 워

크시트에 객체의 개수에 대해 알고리즘과 순서도 항

목에서 빈칸 형태로 힌트를 줌으로써 객체를 결정하

(a) (b)

Fig. 7. Example 1 of simple question worksheet. (a) and (b) Exercise of moving to the top, bottom, left and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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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도움을 주었다.

Fig. 9는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한 예의 일부 워크

시트로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학습자가 창작하도록 하

였다. 학습목표는 필요한 명령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객체의 위치이동과 대화를 주 기능으로 

하는 문제이다. 두 객체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필요한 명령어에 해당되는 액션만 제외하

고 등장하는 객체와 대화내용을 학습자가 명시하도

록 하였다. (a)와 (b)는 우주공간에서 마법사와 마녀,

들판에서 고보와 피코를 주인공으로 하여 학습자가 

작성한 다양한 스토리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Fig. 4와 Fig. 5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3장에서 설명한 일반

적인 워크시트를 사용하였을 때 발생한 문제점이 재

구성한 워크시트의 항목에 의해 대부분 개선되었음

을 볼 수 있었다. 즉, 컴퓨팅 사고를 처음으로 표현하

는 초등학생에게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컴퓨터 언어로 표현되고 해석되어야하기 때문에 선

택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과 명령어에 대한 제시

가 제한 조건으로 주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워크시트를 적용 했을 때와 같이 학습목표

의 범주를 벗어난 다양한 문제해결 형태와 컴퓨팅 

특징을 고려하지 못한 형태의 문제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코딩과 연계되지 않아 

설계한 워크시트와 상관없이 직관적인 코딩을 하게 

되어 실행여부에 관심을 두게 될 것이며, 도큐멘테이

션으로써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워크시트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항목들을 구성하여 안내할 때 컴퓨팅 사고를 표현하

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1 학습자 반응

이 수업은 정량적 평가보다는 과정상에서 일어나

는 학습자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 보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관찰한 학습자의 반응과 

설문 내용을 근거로 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워크시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일일

이 적는 것이 어렵다. 과정을 쓰기가 너무 힘들다.

알고리즘의 순서를 잊어먹고 생각이 안날 때도 있다.

작성할 때 조건과 순서 여러 가지 행동을 반복할 때 

생각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틀린 

것 찾아 고치기. 프로그램이 원하는 대로 안됐을 때 

그 이유를 찾을 때 이것이 도움이 되었다. 프로그래

밍을 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Fig. 8. Example 2 of simple question worksheet : Exercise of crossing the road.



(a)

(b)

Fig. 9. Example of story-telling worksheet. (a) Student 1 (b) Student 2.

320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1권 제2호(2018. 2)



321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초등학생의 컴퓨팅 사고를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큐멘테이션 형식에 대한 연구

프로그래밍을 할 때 실수를 줄이려고. 문제 푸는 과

정이 필요해서. 올바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더 쉽게 코딩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쉽게 하려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류가 생겼을 때 보고 고치

려고.”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워크시트 작성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알고리즘

과 순서도가 있어야 코딩을 잘 할 것 같다. 문제해결

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코딩을 할 때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쉽다. 알고리즘과 순서도를 작성하면 

코딩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 프로그래밍 할 때 훨씬 

더 쉬워진다. 자신이 원하는 데로 좀 더 쉽게 짤 수 

있기 때문. 자신의 생각을 바로바로 정리해서 까먹지 

않기 위해서. 알고리즘과 순서도를 작성하면 프로그

래밍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서. 순서도가 있어야 코딩

결과가 나온다.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헷갈리거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딩이 쉬워

져서. 알고리즘을 짜야 실제로 코딩할 때 쉽다. 순서

도를 작성하면 코딩이 쉬워지고 잘못된 곳을 고칠 

때 쉽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쉽기 때문” 이라고 변화

된 생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설문조사(질문지는 평정척도형으로 5점척도 사

용)[17]를 통하여 “알고리즘과 순서도를 작성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에 대해 85%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고리즘과 순서도를 

작성할 때 워크시트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에 대해 

95% 이상, “워크시트가 코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

었다”에 대해 95%이상의 학습자가 “그렇다” 이상으

로 응답하였다. 나머지 반응을 한 학생들은 “아는 내

용인데 알고리즘과 순서도를 적는 것이 힘들어서, 팔

이 아퍼서, 생각하기가 힘들어서” 등을 이유로 서술

하였다.

“다른 학생에게 코딩하기 전에 알고리즘과 순서도 

작성이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싶다”는 질문에 주관식

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예”라고 응답한 학습자들

은 “알고리즘으로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순서도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모습을 만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제대

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알고리즘을 만들면 막

히지 않고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실

제로 코딩할 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학

생들이 알고리즘과 순서도를 작성하면 커서도 알고

리즘을 잘 아니까 컴퓨터도 더 잘 다루고 코딩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딩을 할 때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프로그래

밍을 할 수 있어서 가르쳐주고 싶다. 알고리즘과 순

서도가 코딩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순서도의 중요한 

것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코딩수업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배우면 나중에 코딩하기가 쉽

다”등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반면 “아니다”라고 응답

한 학습자들은 “힘들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순서도

로 알고리즘을 표현해보니까 간편하였지만 순서도 

도형을 다 외워야 해서 어렵다. 적는 것이 힘들다.”등

의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학습자들 중에서 5%는 학원을 다닌 경험이 있었

으며, 워크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코딩만 배운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워크시트를 활용한 수업은 모든 

학생이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

분의 학습자들이 워크시트의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

로 생각하고 있었다.

5. 결  론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표는 컴퓨팅 사고를 신장시

키는 것으로 단순한 문제라도 프로그램 구현 프로세

스에 의해 지도가 이루어져야하며 도큐멘테이션 작

업도 병행하여야 한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

법을 컴퓨팅 표현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큐

멘테이션은 프로그램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

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오류수정 및 

유지보수를 비용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상품화된 소

프트웨어를 활용하는데 익숙하고 컴퓨팅 사고에 대

해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큐멘테이션 양식

을 활용하기보다는 선택한 프로그램언어의 특징을 

고려하여 컴퓨팅 사고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

로 안내하는 항목으로 구성된 도큐멘테이션 양식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워크시트의 필요성과 항목구성

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즉, 사용자가 아닌 개발자입

장으로 컴퓨팅 사고를 표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문

제정의 시 문제해결 범위에 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안내할 것, 문제해결 영역을 벗어나지 않

도록 학습목표에 따른 주요 명령어를 안내할 것, 프

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을 고려하여 필요한 객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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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안내할 것, 각각의 알

고리즘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다양성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 제언

이 초등학생들이 컴퓨팅 특징을 갖는 문제해결 과정

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수업

에 적용한 워크시트의 내용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따

라서 이 제언은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래밍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에게 워크시트의 항목을 구성할 때 컴

퓨팅 사고를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도큐멘테이

션 양식의 사례자료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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