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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ICT 활용 교수법의 일환으로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교육을 실시

한 후,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교수 매체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현직 교사들이 자신의 교과에 프로그래밍을 활용하는 목적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및 경험을 탐
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SSURE 모형을 기반으로 교과의 학습 목표와 방법에 따라 교수 설계를 시행하도

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크래치 활용 교수 매체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9

년 2학기 K대학의 교육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초·중등 현직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직 교사 10명은
스크래치 교육 후 최종 과제로 수행된 ASSURE 모형 기반 교수 설계와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고, 프로젝트

경험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현직 교사들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수업 참여를 촉진하여 학

습자 중심의 수업을 이끄는 데 스크래치 활용 수업 매체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 뿐 아니라 예비 교원을 대상으

로 프로그래밍 교육의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키워드: 스크래치, ASSURE 모형, 매체 활용 교수 모형, 프로그래밍 학습, 초·중등 현직 교원

Analyzing in-service primary and secondary teacher’s
experience on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media with Scratch:

Based on the ASSURE mode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perience of the process of developing instructional media by us-

ing Scratch for in-service teachers, after they participated in programming education with Scratch conducted as
part of teaching methods using ICT. In particular, this study aimed to explore in-service teachers' thoughts and

experiences of the objectives and methods integrated the programming education into their subjects creatively and

convergently. To achieve the objective, they conducted an instructional design in accordance with their subject's
learning goals and methods on the framework of the ASSURE model. Then, they conducted a project to develop

instructional media with Scratch as part of the instructional design. 10 in-service teachers who attend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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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K University in the second semester of 2019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s
a result, teachers showed positive expectation that the use of media developed by Scratch could bring significant

results to attract students' interest and promote students’ participation to lead learner-centered classe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future direction on programming education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of pro-
spective teachers as well as in-service teachers.

Keywords: Scratch, ASSURE model, Technology-integrated instructional design, Programming learning.

In-service primary and secondary teachers

1. 서론

사회와 문화의 변화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이끌고 교

사 전문성 발달의 영역 및 방법에서도 변화를 이끈다

[9].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지능형 사회를 맞이

하여 국가 인재의 소프트웨어 역량 차이가 국가 정보

및 산업․경제적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이 강조

되면서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창의․융

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

다[3][4][20].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가 교사 역량 및

전문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교사들이 다양한 교

과에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를 활용함으로써 수업 변

화를 이끌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을 운영할 수 연

수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4][13][21].

ASSURE 모형은 ICT와 교수 매체를 수업에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수 설계 모형이다

[16]. 선형 연구[18][19][20][27]로부터 적합한 교수 매체

선정 및 방법이 ICT의 교육적 활용을 긍정적 결과로 이

끄는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ICT를

교과에 효과적이면서 융․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

사들의 수업 설계는 필수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하지

만, 지금까지 교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을 실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들이 어떠한 목적과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을 자신의 교과에 활용하는지 교수 설계에

대한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프로그래밍을 적

용해보고 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14][21].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ICT

활용 교수법에 대한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을 실시한 후, ASSURE 모형을 기반으로 교과의

학습 목표와 방법에 따라 교수 설계를 시행하도록 하였

고,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교수 매체 개발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어떻게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설계하는지에 대

한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

이 프로그래밍을 교과에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매체를 교과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결과는 향후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교사 연수 프로그램 뿐 아니라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의 방향 등에 대

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중등 현직 교원이 ICT 활용 교육의 일환으로

수행된 스크래치 활용 교수 매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을 어떠한가?

2. 초·중등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ICT 활용 교육의

일환으로 수행된 프로그래밍 수업이 향후 매체 활

용 수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3. 초·중등 현직 교원이 재교육 관점에서의 교원 연수

과정에서 프로그래밍 수업에 대한 요구사항은 무

엇인가?

2. 이론적 배경

2.1 ASSURE 모형과 매체 활용 수업

ASSURE모형은 교수 설계 모형으로 교수자가 교수

매체와 공학을 교실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절차

를 제공한다[7]. 각 단계는 1)학습자 분석, 2)목표 진술,

3) 방법, 매체 및 자료 선정, 4) 매체와 자료 활용, 5) 학

습자 참여 유도, 6) 평가와 수정 6단계이다. 첫 번째 단

계인 학습자 분석(Analyze learners)은 학습자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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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출발점 능력, 학습 양식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16]. 두 번째 단계로는 학습자가 달성해야 할 학습 목

표를 가능한 명세적으로 진술하는 것이다(State ob-

jectives). 목표 진술은 관찰 가능한 행동 동사로

ABCD(Audience, Behavior, Condition, Degree)의 조건

에 따라 진술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학습자 분석과

목표를 연결하는 효과적인 교수 방법과 매체, 자료를 선

정한다(Select methods, media, and materials). 세 번째

단계는 ASSURE 모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로 학습

자의 특성, 교수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매체 특성,

수업 환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

인 매체를 선정, 수정, 또는 제작하는 절차를 가지게 된

다. 네 번째 단계는 수업이 실제로 교실에서 실행되는

단계로 수업 전 자료를 준비하고, 수업내용에 맞게 제시

되어야 한다(Utilize media and materials). 다섯 번째

단계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사고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

록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반드시 교사의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한다(Require learners’ participation). 마지

막 단계는 학습자가 학습 목표 성취 정도를 측정하고

수업에 활용된 방법, 매체, 자료가 학습 목표 성취에 도

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Evaluate and revise).

ASSURE 모형은 수업 전 과정에서 효과적 매체 사용이

되도록 수업 설계 시점부터 고려하는 데 큰 의의가 있

다[1][16].

수업 목적에 따라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ICT 매

체의 적절한 활용은 효과적인 지식 전달과 학생들의 유

의미한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5][13][18][19][26][27]. 또한, ICT

매체 활용은 정보처리역량을 향상시키고 학습전략과 자

기주도적 학습 향상에 기여하며[11], 자기조절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등[2] 다양한 학습 역량 함양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ICT 교육적 활용이 읽기, 수학, 과

학 성취도에 부적 영향을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

였다[12]. 결국, ICT의 교육적 활용을 긍정적으로 이끌

기 위해서는 수업 목적에 따른 적절한 매체의 선정과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특성과 환경을 분석하고

수업 목표에 따라 효과적인 교수 매체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업 설계 요소가 될 수 있다. ASSURE

모형은 개별교사가 매체를 학습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는 교수 매체 활용 모형이라는 점에서 매

체를 수업에 적용하기 전에 교수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설계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 현장에서는 ICT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 및 메이커 교육 등이 필수

교육으로 등장함에 따라, 교사들은 ASSURE 모형을 기

반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교수 매체 개발 및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2 교원 대상 프로그래밍 학습

사회의 변화가 교육 과정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다[23]. 컴퓨터 활용

위주의 교육에서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목적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이 정규교과에 편입되고 있다[20]. 이러

한 교육 과정의 변화에 적응하고 교수·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교사에게는 중요하다. 교

사의 전문성 발달에 대한 단계를 정의하고 있는

Hargreaves(2000)[6]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4단

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Hargreaves(2000)[6]

이 제시하는 교사 전문성 발달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사

의 전문성은 세계와 사회의 변화와 함께 교사가 담당해

야 하는 역량 또한 변화하면서 교사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불

확실성에 대응하고, 교사 전문성은 개혁과 개선의 목표

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교사

전문성의 개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및 문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되어 왔음을 의미하며[9], 교사 교

육에 대한 방향 설정에서 이러한 변화를 함께 반영할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3].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의 전

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과정에서 교사는 사회적 구성체

라는 관점에서 전공 내용과 교직 과정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통합적 교사 학습 맥락이 제공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21세기 핵심 교육 과제

로 당면한 비구조화된 문제를 창의적으로 이해하고 해

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면서 창의·

융복합 교육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

사도 수업 변화를 도모하고 자료 개발 등 교육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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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6]. 이러한 교육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교육부도 초·중등 교육

에서 프로그래밍 학습을 필수 교과로 지정하였으며, 자

유학기제 등을 통해 메이커 교육의 시행 등 교과와 연

계된 프로그래밍 교육도 활성화되고 있다. 스크래치

(Scratch)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로 블록 형태로 문법(syntax)

을 배우면서 어려움 없이 초보자도 쉽게 프로그래밍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배우기 쉬운 스크래치 프로

그래밍 언어의 특징으로 교사들 대상의 프로그래밍 학

습에도 사용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과학 교사를 대상으로 한 스

크래치 교육에서는 추상적인 과학 모델의 알고리즘을

코딩 형태로 보여 줌으로써 학생들이 과학 모델을 좀

더 맥락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도움

이 되었으며, 스크래치를 활용한 교수 매체가 학교 현장

에 더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21]. 기술 교

사의 경우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만들어 낼 수 스크래

치 교육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14].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

로그래밍 학습의 결과 지필 시험에서는 발휘할 수 없었

던 문제해결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11]. 최형신과 김기범(2015)의 연구에서는 초등 예

비교사를 대상으로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수업을 양적·

질적으로 탐색하여 향후 예비 교원 대상 소프트웨어 교

육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도 하였다[4].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예비 교원을 대상으

로 시행한 결과를 제시하였거나, 현직 교원 연수 과정에

서는 프로그래밍 교육이 전공과 직접 연계된 기술 교과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현

직 교원 중 전공 교원이 아닌 다양한 타 교과 담당 교

원이 자신의 전공 교과와 연계하여 스크래치를 활용함

으로써 교수 매체를 개발하도록 한 선행연구는 찾아보

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현직 교원이 매체를 활용한

교수 설계의 관점에서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교수 매체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 탐색을 통해 현직 교원

대상 프로그래밍 연수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2019년 2학기 K대학의 교육대학원에 재학

하고 있는 초·중등 현직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현직

교사 10명은 교육대학원 학생으로, ICT 활용 수업의 일

환으로 스크래치의 활용 방법 및 기본 실습에 대한 6차

시 학습을 수행하였다. 본 교과에서는 스크래치를 수업

한 후, 초·중등 현직 교사들이 ASSURE 모형을 기반으

로 스크래치를 활용한 교수 매체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

하도록 하였다. 스크래치는 본 연구 대상의 특성(비전공

자, 교과담당 교사)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용 프로그래

밍 언어(EPL) 중 초보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 등 스토리를 통해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개

발이 유익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도구로 선정하였다.

최종 프로젝트의 목표는 현직 교사들이 스크래치를 활

용하여 자신의 교과 교육에 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교

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즉, 교

사들은 최종 과제로 자신의 교과에 따라 ASSURE 모형

을 활용하여 매체 기반 교수 설계를 시행하고, 이를 바

탕으로 스크래치를 활용한 교수 매체를 개발하여 교과

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최종 과제로

수행된 ASSURE 모형 기반 교수 설계와 프로젝트 결과

물을 발표한 후, 간단히 한 학기 동안 수행한 스크래치

활용 교수 매체 개발 프로젝트 경험에 대한 설문을 실

시하였다.

3.2 연구 대상

다음 <Table 1>은 2019학년 2학기 K대학 교육대학

원에 ICT 활용 수업에 참여하여 ASSURE 모형 기반

스크래치 활용 교수 매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초·

중등 현직 교원에 대한 프로파일을 보여준다.

<Table 1>에서 보여진 것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현

직 교사는 초등 교사 3명과 중등 교사 7명으로 구성되

었으며, 초등 교사 한 명과 중등 교사 중 한 명은 정보

담당 교원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교원은 국, 수, 영,

기술 가정 등 다양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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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 Profile

정보 교원을 제외하고, 2명의 교원만이 15-30시간 정

도 소프트웨어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교원들

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교원 2명을 제외하고 스크래치에 대한

경험은 1명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단한 사용법

정도만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3.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스크래치에 대한 수업을 수행

한 후, 스크래치 활용 교수 매체 개발을 위해 ASSURE

모형을 기반으로 교수 설계를 수행하였다. ASSURE 모

형은 선행 연구에서 분석된 것처럼 단계별 가이드에 따

라 6단계의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인 매체 선정

및 활용을 위한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ASSURE 모형에 이해를 돕고, 스캐폴딩의 역할을 수행

[25]함으로써 교수 설계 과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백영

균 외(2015)[1]가 교재에서 제시한 영어 교과의 ‘조동사

의 활용’에 대한 ASSURE 모형 개발 예시를 제시하였

다. 백영균 외(2015)[1]가 제시한 ASSURE 모형 각 단

계에 대한 템플릿은 ASSURE 모형의 기본 6단계를 수

행하기 전 첫 번째 단계로 ‘학습 주제와 내용 선정하기’

단계를 포함하여 총 7단계로 ASSURE 모형을 실습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교

수 설계를 수행하도록 유도하였다.

교사들은 템플릿을 기반으로 교수 설계를 완성한 후,

ASSURE 모형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매체를 개발하기

위해 스크래치를 활용한 교수 매체 개발 프로젝트를 수

행하였다.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프로젝트 참여 경험 및

스크래치 활용 교수 매체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을 위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 기간은 수업 종

강 주차인 15주차부터 2주간 실시하였고, 구글 문서를

통해 설문 시작 전 본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참여자에 한하여 온라인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시 참

여자의 ASSURE 모형과 제출 과제 또한 분석될 수 있

음을 고지하였다. 설문은 다음 <Table 2>에서 보여진

것처럼, 교사에 대한 프로파일 정보, 스크래치 활용에

대한 동기, 스크래치 활용 프로젝트의 경험, 향후 계획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여 총 16개의 문항으로 시행

하였다.

<Table 2> Questionnaire

Anonym
Experie
nce
(years)

Gender Level Subject
Experience
of SW E(H)

M7 7 M Middle Computer
Y

(more than
100)

E2 7 F Primary - Y(3)

M4 8 M Primary
Mathematic

s
Y(30)

M3 8.10 F Middle
Korean
Language

No

M2 4 F Middle English Y(15)
E1 7 F Primary - No

M1 13 M Middle
Mathematic

s
No

E3 3 M Primary - Y(100)

M6 2 F Middle
Technology
& Home
Economics

No

M5 3.7 F Middle English No

Area No Questions Type

Teacher’s
profile

1 Name
Open
Question

2 Email OQ

3
Teaching Career: How many
year are you involved in
teaching?

OQ

4
Teaching Level: Which Level
are you involved?

OQ

5
Experience of SW education:
Haver you ever participated in
SW education?

OQ

6

Periods of SW education
experience: How much hours
have you ever had SW
education if you have?

OQ

7

Scratch experience: Do you
know Scratch? If you know,
how much do you know
Scratch?

OQ

Scratch
program
motivation

8 Motivation to use Scratch OQ

9
Most important parts in
developing Scratch programs:

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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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문항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교사들의 경

험을 탐색하고 스크래치 활용에 대한 요구사항 및 프로

그래밍 교육의 영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부분 오픈 문

항으로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3.4 자료 수집 및 분석

교사들이 수행한 교수 설계에 대한 분석은 백영균 외

(2015)[1]가 제시한 템플릿을 기반으로 작성하였기 때문

에, 7가지 단계를 기준으로 수업 설계가 스크래치 활용

과의 연계성, 수업에 매체 통합 및 활용 관점에서 분석

하였고, 최종 제출한 스크래치 결과물과 교수 설계에서

제시한 계획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에 대한

분석은 초등 및 중등 레벨에 따른 차이점, 교과에 대한

차별점, 소프트웨어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점 등을

분석하여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에 대

한 요구 사항을 도출하고자 교사들의 경험 자료를 탐

색·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 수업 후 시행된 교수 설계

산출물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스크래치 활용

교수 매체 개발 프로젝트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직교사들이 매체 활용 수업에 대한

요구사항과 프로그래밍 교사 연수에 대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4.1. ASSURE 모형 기반 교수 설계 내용 분석

우선 초·중등 현직교사들이 ASSURE 모형을 기반으

로 교수 설계를 수행한 내용을 백영균 외(2015)[1]가 제

시한 실습 템플릿의 7단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4.1.1. 학습 주제와 내용 선정 단계

1단계에서는 교사들이 어떤 주제에 매체 통합 교육을

시행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었다. 초등 교원들은 정보 교

사를 제외하고, 2명의 교원이 모두 생명의 탄생에 관련

된 주제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명의 초등 교

사가 보건 담당 교사였고, 이번 학기 필수적으로 다루어

야 하는 교육 내용인 생명의 탄생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

민해 왔던 상황에서 결정된 주제로 분석되었다. 정보 교

사의 경우에는 슈팅게임을 통해 컴퓨터에서 변수의 개

념과 조건구조를 이해하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스크래치를 직접 알고리즘 교과 교육에 활용한 사

례라고 볼 수 있다.

중등 교원들의 경우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의

주제 중 학습자의 흥미도가 떨어지거나 반복학습을 통

해 암기를 요구하는 교육 내용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

다. 예를 들어 국어 담당 교사는 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

와 흥미가 모두 부족한 학습자 특성을 반영하여 주제를

국어 문법으로 선정하였으며 반복학습을 위해 국어문법

에 대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학습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스크래치를 개발하였

다. 영어 담당 교사도 영어 문법을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흥미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영어 문법을 주제로 선정하

고 문법에 대한 평가 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암

기하도록 스크래치를 개발하였다.

결론적으로 교사들은 수업 매체 활용 교육의 주제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흥미가 떨어지는 부분, 반

복학습이 필요한 부분으로 선정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

다.

4.1.2. 학습자 분석 단계

학습자 분석은 일반적 특성, 출발점 특성, 학습 양식,

Area No Questions Type
10 Merits of Scratch OQ

Scratch
Project
experience

11 Difficulties OQ

12 A way to solve OQ
13 Good experience OQ
14 Bad experience OQ

Future plans
15 Future reviison plans OQ

16
Future plans to utilize Scratch
programs

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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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구성되었다. 이 4가

지 구분 중 매체 통합 교육에서 특징적으로 분석된 부

분은 일반적 특성과 학습 양식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미디어를 교과에 통합하는 목적과 관련 주제에 대한 선

택 이유로 분석한 학습자 특성은 다음 <Table 3>과 같

다.

<Table 3> Analysis of learner’s style for the subjects

교사들은 학생들이 미디어 사용에 흥미를 가지고 있

으며(총 7명), 스스로 시도해보고 학습하면서 이해를 높

일 수 있고(총 5명), 주어진 주제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

져 있거나 산만하다(총 4명)고 언급하였다. 또한, 학습자

간 차이가 많이 나며(총 3명), 동료 학습자와 함께 학습

(총 3명)할 때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

다.

4.1.3. 목표 진술 단계

세 번째 ‘목표 진술’ 단계에서는 ABCD 방식을 활용

하여 기술하도록 하였는데 1명의 교사만이 스크래치 프

로그램을 <C: 조건> 단계에 언급하고 나머지 교사들은

스크래치 프로그램이나 매체 활용을 목표에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매체는 수업 목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 조건> 단계에 언급한 1명의 교사는 중등 정보 담

당 교사로 스크래치 자체를 학습 내용으로 설계하였다.

4.1.4. 수업 방법, 매체, 자료 선정 단계

4단계 분석 결과를 통해, 교사들은 매체를 교사 중심

수업에 보완적인 방법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활동으로 연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은 교수

설계에서 대체적으로 교사 중심 수업과 학습자 중심 활동을

보완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교사들은 학습자

중심 활동에서 매체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교사들은 지식적 측면에서는 교사 중심의 수업을

시행하고 이를 복습하는 활동이나 학습자 중심의 활동

에서 스크래치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수업 매체 및 자료 선정에서는 스크

래치 프로그램을 통해 흥미를 높이는 측면 뿐 아니라,

다감각적인 자료 제시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느

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초등 교사 경우 생명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스크래치

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을 통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

용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면서도, 자궁모형,

신생아 모형, 남녀 생식기관 등 만질 수 있는 조작물을

함께 준비하여 학생들이 매체로 본 것으로 실질적으로

조작물을 통해 촉감으로지 느끼고 이해하도록 다감각적

인 수업 설계를 시행하였다. 초등 정보 교사의 경우에도

변수라는 개념과 조건 구조를 슈팅 게임의 알고리즘을

통해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강조

하였다. 중등 교원 중 영어 교사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실제 영어 발음을 녹음해 보도록 하여 청각까지 다감각

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중등 교원 중 많

은 교원이 게임 방식이나 퀴즈 형태로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는 방법으로 매체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결국, 교

사들은 스크래치 활용 교수 매체를 통해 시각적인 이해

를 돕고, 온라인 활동으로 연습해 보면서도 대안적인 시

청각 자료 또는 PPT, 조작물 등을 보완적으로 함께 교

수에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1.5. 매체와 자료 활용 실습하기 단계

본 단계는 실제 현장에서 실습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수행 준비를 위한 내용을 기술하도록 템플릿이 제시되

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는 컴퓨터 및 환경을 구

성하고 점검하는 수준에서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Analysis of learner’s style
for the subjects integrated

by ICT

Number of teachers in

Primary Middle Sum

1 Interested in media 2 5 7

2 Learning by doing 2 3 5

3
Can’t be concentrated
on the subjects

- 4 4

4
Big differences
between learners

1 2 3

5
More effective on
learning with peers

-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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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학습자 참여 유도 단계

여섯 번째 단계는 도입, 전개, 정리의 3단계로 구성하

도록 템플릿이 제시되었다. 교사들은 학습자 참여 유도

를 위해 정리 단계에서의 스크래치 활용이 두드러졌다.

10명의 교사 중 6명의 교사(초등 1명, 중등 5명)가 정리

단계에서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배운 내용을 평가해보고

복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4명의 교사 중 정보 교원

2명(초등 1명, 중등 1명)은 스크래치를 프로그램 및 알

고리즘 설명 및 평가 단계 전반의 교과 교육 측면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초등 보건 교사 2명은 생명의 탄생

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전개 단계에서 탄생 스토리를 애니메이션으로, 다른 한

분은 마무리 단계에서 퀴즈를 통해 확인학습을 하는 매

체로 활용하였다. 특히, 플립러닝을 구성한 중등 교사

한분은 수업 전반에 스크래치를 활용하는 것으로 설계

하였는데, 이는 플립러닝의 특징상 미리 동영상을 통해

내용을 공부해오고 수업 중에는 확인학습 및 문제풀이

학습을 수행하는 수업 모형으로 구성했기 때문이다. 결

국, 10명의 교사 중 9명의 교사가 모두 퀴즈 및 확인 학

습 단계에서 스크래치를 활용하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4.1.7. 평가 단계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10명의 교사 중 7명(초등 2

명, 중등 5명)이 수행 평가를 수행하도록 설계하였고 중

등 교사 2명은 포트폴리오 평가를 설계하였다. 이를 통

해 교사들은 매체 활용 수업에서 수행 평가 및 포트폴

리오 평가를 선호한다는 점에서도 학습자 중심의 수업

을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 거꾸로 교실을 설계

한 중등 교사만이 지필 평가를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는

데, 이는 국어의 특성상 이해한 것을 서술식 문장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평가를 통해 학습자들의 수업 목표 성

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행 평가의

방법과 유사하게 설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4.1.8. 최종 산출물 분석

다음 (Fig. 1)는 초등교원 2명이 개발한 스크래치 최

종 산출물 2개와 중등 교원 중 영어 교과 담당 교사가

개발한 산출물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준다.

교사들이 개발한 스크래치 산출물을 정리해보면, 멀

티미디어를 활용해서 재미있게 지식을 이해하는 애니메

이션(E1, M6), 지식을 배운 후 복습하는 문제풀이식 프

로그램 (E2, M1, M2, M3, M4, M5), 정보 교육을 위한

스크래치 직접 활용 실습(E3, M7) 등으로 구분될 수 있

다.

(Fig. 1a) Sample 1 of final products by E1

(Fig. 1b) Sample 2 of final products by E2

(Fig. 1c) Sample 3 of final products by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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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스크래치 활용에 대한 동기 분석

교사들을 대상으로 스크래치 활용 학습 자료를 해당

아이디어로 개발하게 된 동기,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이를 활용하는 장점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해 스크

래치를 수업에 활용하는 정서적인 이유와 생각에 대하

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사들이 해당 아이디어를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개발하게 된 동기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Teacher’s motivation to use Scratch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높이고, 수업 참여를

촉진하며, 자신이 원하는 스토리의 시청각 자료를 제작

할 수 있으며, 새로운 학습 방법을 탐색해 보고, 4차 산

업 혁명 시대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스크래치를 활용한 교수 매체 개발시 가장 중요했던

부분에 대한 의견으로는 아이들의 집중과 흥미 또는 동

기 유발, 그리고 수업의 목표와의 연계성이라는 수업 설

계적인 측면(E1, E3, M2, M6)과 스크래치의 디테일한

활용, 알고리즘 및 변수 활용 등 스크래치 활용 역량 측

면(E2, M1, M3, M4, M5, M7) 등 2가지 측면으로 나누

어졌다.

마지막으로 수업에 스크래치 활용 수업 자료 개발의

장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 <Table 5>와 같다.

스크래치의 장점은 학생들의 참여와 동기 유발, 쉬운

접근성을 통해 교사가 수업 목적에 딱 맞는 수업 자료

개발을 논의하였다. 결국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스크

래치 활용 학습 자료 개발에 대한 동기 분석 결과를 통

해 교사들은 스크래치가 학생들의 동기 부여와 수업 참

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학생들

의 동기 부여가 쉽지 않거나 집중이 어려운 주제에 스

크래치 활용이 유용하다고 느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Table 5> Advantage of Scratch

이러한 이유로 스크래치 프로그램 설계시 동기 부여

방법 및 집중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와 수업 목

표와의 연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이러한 점이 스

크래치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크래치가 가지는 장점에서 일부 교사들은 쉬

운 접근성과 수업 목적에 맞는 수업 자료 개발에 적합

한 도구임을 논의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스크래치의

디테일한 활용, 알고리즘 및 변수 활용 등 스크래치를

의도한 방법대로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4.3 스크래치 활용 프로젝트 경험 분석

교사들을 대상으로 스크래치 활용 학습 자료를 개발

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 어려움을 해결했던 방법, 스

크래치 활용 학습 자료 개발시 가장 좋았던 경험과 가

장 별로였던 경험 등 프로젝트 수행시 경험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Table 6> Difficulties in Scratch faced by teachers

교사들은 막상 계획한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싶었지만 계획한 대로 논리적이고 순차적인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논의하였고, 프로

그램에서 오류가 나는 부분에 대한 수정 및 해결이 어

려웠다고 논의하였다. 교사 중 한분은 코딩 자체가 낯설

Motivation Teachers
To increase student’s interests E3, M3, M5
To promote student’s participation E2, M4
To develop multimedia contents E1, E3
To explore new teaching methods M7

To provide classes suitable for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M2

Advantage of Scratch Teachers

Easy to promote student’s motivation
E2, M1, M2, M3,

M5
Easy to promote student’s

participation
E3, M5, M7

Easy to develop multimedia contents
suitable for the learning objectives

E1, M6

Easy to access M4

Difficulties in Scratch Teachers

Difficult to develop algorithms
E1, M1, M2,
M3, M7

Difficult to debug the program E2, M6
Difficult and unfamiliar with coding M5

Difficulties in variables E2, M5
Burden of story composition and

development including sprites and designs
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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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려웠고, 변수 부분이 어려웠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자신이 원하는 스토리를 구성하기 위해 너무 많은 스프

라이트와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모두 만들어주어야 하

는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다음 <Table 7>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해 교사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요약하

였다.

<Table 7> How to solve the difficulties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수님 또는 지인분

께 질문하고 피드백을 통해 해결했다고 응답했으며, 주

변에 여러 가지 자원(책, 유투브, 비슷한 작품, 블로그)

을 활용하고, 스스로 이것저것 시도해 보거나 아이디어

를 단순화 시켜 해결하기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프로젝트 경험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장 좋았던 경험

으로 새로운 학습 방법을 경험한 점(M7), 알고리즘을

이해(E2)할 수 있고 다양한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개발(E1)했다는 점, 다른 교사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던 점(E3, M5), 자신에게 적합한 교과에

해당하는 산출물(M1, M5, M6)을 만들어 본 점 등 교사

자신이 학생으로서 본 프로그래밍 수업이 가지는 장점

을 기술한 교사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흥미

를 느낄 수 있다는 점(M2, M3, M4)으로 스크래치 활용

수업 자료 자체의 장점을 논의한 교사로 나뉘었다.

가장 아쉬웠던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교사가 스크래치

가 가지는 한계점을 논의하였는데 함수 표현이나 라이

브러리 참조의 한계점(M7), 연산 및 변수 활용시 구성

력과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점(M5), 라이브러리에 스프

라이트의 종류와 동작이 별로 없다는 자원 부족에 관련

된 점(E2), 프로그램 명령어를 이해하는게 어렵다는 점

(M3),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M2), 소리 기능(E1),

오히려 너무 쉬운 기능은 재미가 없고(E3) 어려운 것은

너무 어렵다(M6)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교사들이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을 종합해 보

면 교사들은 스크래치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막상 계획했던 방식대로 스토리

텔링과 알고리즘을 세부적으로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가

진 것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교원을 대상

으로 한 최형신과 김기범(2015)[4]의 연구 결과와 유사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크래치가 처음에는 쉽게 다가

설 수 있는 툴로 접근성이 높지만 고급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프로젝트 경험의 아쉬운

점과 연결된다. 특히, 스크래치는 디버깅 툴이 제공되지

않아 오류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보여주었고 변수 구

현이나 연산, 함수 등에서 스크래치의 한계점과 어려움

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예비교원을 대상

으로 스크래치를 적용한 연구[4]에서도 변수와 연산의

개념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즉

예비교원 뿐 아니라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과

정에서도 변수의 개념 및 활용에 대한 실습이 좀 더 강

조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스크래치는 이미지와 각

각의 장면을 모두 만들어 줘야 한다는 점에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 교사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 교원이 아닌 일반 교사들

이 ICT 툴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접 자신의 수업에

적합한 수업 자료를 개발해 보고 서로 교사들끼리 공유

하며[22], 새로운 교수법을 익히고 직접 자신의 산출물

을 학생들의 동기 부여와 참여 촉진을 위한 학습 자료

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경험이 교사들에게 의미 있는 경

험이 되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법으로 이끄는데 촉진

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2].

4.4 스크래치 활용 향후 계획 분석

마지막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스크래치 활용 학습

자료를 수정하고 싶은 계획, 향후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

고 싶은지 미래 계획 및 수업 적용에 대한 질문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 <Table 8>과 같다.

Methods to solve the difficulties Teachers
Questions and feedbacks from teachers

or peers
E2, M2, M4,
M5, M6, M3

Use of resources (Books, Youtube, Blog)
E3, M2, M3,
M6

Errors and trials E1, E3, M6
Simplified the ideas 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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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lans to improve their products

교사들은 개발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좀 더 스토리

를 풍부히 하거나 자연스럽게 장면 전환하거나, 역동적

으로 만들거나, 소리 효과를 넣어 애니메이션 효과를 높

이거나, 수준별 학습을 유도하는 선택적 화면을 추가하

는 등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심화된 콘텐츠로 개발하

고자 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향후에는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게임(M1, M7)

및 형성 평가 자료(M3, M4, M6)를 개발하고 스토리텔

링 및 성교육과 같이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멀티미디

어 학습자료(E2, M2)로 개발하고 싶다고 논의하였다.

실제 학생들이 스크래치를 활용하도록 적용해 보고 싶

다(M1, M5, M6)는 의지를 표현한 교사도 있었다.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교사들은 스

크래치의 고급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스크래치의 단순 활용법에 대한 연수 과정 뿐 아니라

교사들이 수업 목적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고급 과정의 프로그램 연수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교사들은 게임이나 형성평가 등

에 스크래치를 적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

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토리텔링 및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는 향후 정보 교원이 아닌 일반 교과를 담당하는 현직

교사의 재교육 과정 뿐 아니라 예비 교원을 위한 교사

연수 과정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

한 시사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현직교사들은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ASSURE 모형을 기반으로 교수자료를 스크래치 프로

그램으로 제작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촉진하여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이끄는 데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

대를 나타내었다. 또한 스크래치의 단순 활용법 뿐 아니

라 고급 과정의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나타내는 것

으로 이는 교사 재교육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연구 결

과로 보인다.

교사들이 수행한 ASSURE 교수 설계 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교사들이 스크래치를 수업이 활용하고

자 하는 목적으로는 학생들의 흥미도를 높이고 싶은 목

적과 반복 학습이 필요한 목적 등으로 나뉘었으며, 미디

어 사용에 익숙한 학생들의 특성을 이용하면서도 이러

한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오히려 잘못된 미디어의 활

용이나 집중 장애를 가진다는 점에서 미디어를 교육의

보조적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미디어의 긍정적 활용을

이끌고자 하였다. 이러한 매체 활용은 수업 방법적으로

학습자 중심 수업 활동을 보완적으로 수행하거나 다감

각적인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스크래치 프로그램 하나만

을 활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합하여 학생들

에게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고안해 내고자 하는 접근으

로 해석될 수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교사는 스크래치

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평가 단계에서도 활용하고

자 하였는데, 교사들이 개발한 작품을 통해 학생들의 학

습 정도를 평가하는 목적보다는 복습과 반복을 통해 학

습 성취에 달성하도록 이끄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은 스크래치가 접근하기에 쉽고 수업 자료 개

발에 유용한 도구라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스

크래치의 디테일한 활용이 어렵다는 점, 디버깅의 어려

움, 알고리즘 및 변수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함수와 라

이브러리 참조의 한계점, 교육용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부족한 스프라이트 등의 객체 자원 부족 등을 부정적인

면으로 제시하였다. 결국, 향후 현직교사의 재교육 과정

및 예비교사를 위한 과정에서 교사들이 가지는 이러한

어려움과 한계점을 도와줄 수 있는 과정 설계가 필요함

을 보여주었다. 교사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이 만든

산출물을 통해 만족감과 효능감을 가질 수 있었으며 교

육에서 매체 활용이 가지는 다양한 장점을 생각해보는

경험을 가졌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실제 ASSURE 모형으로 개

발된 교수 설계를 수업 현장에 적용해 보고 스크래치

활용 학습 자료를 학생들에게 평가해 봄으로써 실질적

Plans to improve their products Teachers
Enrich my story or transition naturally E2, M2, M5
Make animation more effective by
integrating multimedia(audio clips)

E3, M1, M4

Added optional screen to induce learning
by level

M1, M3, M6

Make it dynamic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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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효과와 요구사항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한 명의 교사를 제외하고는 본 수업 과정의 일환으로

개발된 수업 자료를 현장에 적용해 보지 않아, 향후 수

업에 적용해 봄으로써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

는 스크래치 활용 교수 매체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과

이를 바탕으로 교사 연수 프로그램 설계가 보완될 필요

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등 교원과 중등 교원

참여자의 비율이 동일하지 않아, 학교급에 따라 스크래

치를 매체로 활용하는 관점의 차이에 대한 비교·분석이

불가하였다. 향후에는 초등 교원과 중등 교원을 비교 분

석함으로써 스크래치를 활용한 매체 개발에서 교과 교

육에 교수 설계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교사를 중심

으로 수행된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교

사 경험에 대한 탐색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수과정

에 참여한 다수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양적으로 타당도

를 확보하고,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도

출하여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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