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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 지식정보 사회를 주도하고, 자율 이고 창의

인 한국인 육성, 창의성과 정보 능력 배양을 통하여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신장을 해 2000년 8월 컴퓨터 

활용 심의 정보통신기술교육 운 지침이 처음 시행되

었다[1]. 컴퓨터 활용 심의 정보통신기술교육 운 지

침은 컴퓨터를 잘 다루는 능력에만 심을 갖게 하고 

컴퓨터의 기본 동작 원리에는 심을 갖지 않는 문제

이 발생하 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 국가⋅사회  

요구 등을 반 하기 하여 2005년 12월 개정안이 시행

되었다[2]. 개정된 운 지침은 정보처리의 이해 역 3

단계에 문제해결 략과 표 , 로그래 의 이해와 기

를 두어 등학생들이 로그래 의 기 를 배우도록 

하고 있다[2][3][4]. 한 2014년 9월 교육부는 등학교

와 학교에서 소 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

함된 2015년 문⋅이과 통합과정 개정안 총론을 발표하

다[5]. 

그러나 교육 학교 재학생 다수는 로그램에 

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로그래 에 한 

지식뿐만 아니라 로그래  교육에 한 학습동기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3][4]. 그러므로 등학교에서 로

그래  교육을 담당해야 할 비 등 교사들이 로그

래 에 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과 로그래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에 한 동기

부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교구로 을 이용하여 비 등 교사들을 상으로 

로그래  교육을 실시한 다음 로그래  교육에 한 

학습동기  로그래  기본 요소에 한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범용 로그래  언어들은 문 인 교육을 받은 사

람들을 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문법이 복잡하고 다양

한 패키지화된 어 리 이션을 갖는 특징을 갖는다. 이

에 비해 학습자의 로그래  능력 신장뿐만 아니라 논

리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고등 사고력을 신장시

키기 한 목 으로 만들어진 교육용 로그래  언어

는 문법이 간단하고, 로그래 이 쉽고, 시각 인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고, 화용 언어인 특징을 갖는다[6][7]. 

표 인 교육용 로그래  언어로는 스퀵, 로고, 두리

틀, 엘리스, 스크래치 등이 있다. 세계 으로 많이 사용

하고 있는 교육용 로그래  언어는 스크래치이다[8]. 

2.2 스크래치

스크래치는 새로운 로그래  학습 환경을 제공하

는 교육용 로그래  언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다[8][9]. 

첫째, 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스크래치 로그

램의 생성은 특정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

픽으로 구성된 로그래  코드 블록들을 조립하는 과

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 학습자들은 로젝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최

상의 학습을 경험하고 몰입하게 된다. 스크래치는 학습

자 개개인의 심 분야와 아이디어를 반 한 디지털 미

디어 창작이 가능한 로그래  환경을 제공한다. 

셋째, 상호작용 활동이 가능하다. 스크래치 웹 사이

트는 개발자들의 상호작용 지원을 한 온라인 커뮤니

티로 학습자들은 자신의 로젝트를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하고 다른 사용자들의 비평과 의견을 수용하

여 발 시킬 수 있다. 

스크래치의 이러한 특성은 학습자들을 소비자가 아

닌 창의  생산자로서 컴퓨  역으로의 진로와 심

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성  정보과학  

사고력의 발달을 진시킬 수 있다. 스크래치 련 연

구들은 로그래  수업에 스크래치를 활용하고 학습자

의 창의성, 문제해결력, 논리  사고력 등에 미치는 효

과를 제시하고 있다[3][10][11]. 

양권우(2010)는 비 등 교사들을 상 로 스크래치

와 두리틀을 사용하여 로그래  교육을 실시한 다음, 

스크래치가 두리틀보다 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가 유의

미하게 증진되었음을 보 다[3].

김병수(2013)는 컴퓨터 과학의 핵심 개념을 학습 내

용으로 하는 창의  문제 해결 모형 기반의 스크래치 

로그래  학습을 개발하여 등학생 4, 5학년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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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용한 결과 언어 창의성의 세 가지 하  요

인(유창성, 융통성, 독창성)과 창의성 지수(세 요인의 평

균 표 수)가 유의미하게 증진되었음을 보 다[10]. 

안형진(2013)은 스크래치(Scratch)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력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내

용을 개발하 고, 문가 집단의 검증  정보담당 선

생님들의 설문 분석을 통해 함을 보 다[11].

2.3 교구로봇

교구로 에 하여 객 인 합의를 이룬 정의나 분

류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지만 교육 분야에서 로 의 

역할에 따라 크게 교구로 과 교사로 으로 구분된다.

교구로 이란 로 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구성주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기에 로 이 교육의 소재가 되

는 로 을 의미한다.

교사로 은 로 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일종의 

능동  교육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구로 은 어떤 주제의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지만 

로  기술 자체를 교육하는 경우에는 로 이 교육의 수

단이자 목표가 되므로 이를 로  기술 교육용으로 그 

외의 경우를 융합교육용으로 구분한다. 융합 교육이란 

수학 과학 미술 역사 환경 등 다른 역의 교육에 로

이 활용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학습의 주제는 

다른 역이라 할지라도 부수 으로 학생들의 기술 소

양이 증진된다[4][12][13]. 다양한 교구로 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구로 은 스크래치에서 제어할 

수 있는 A사의 WeDo, B사의 피코 보드이다.

피코 보드는 PICO사에서 만든 것으로 피코크리켓 

로 키트  하나인 센서 보드이다. 피코 보드는 스크

래치의 스 라이트와 외부 실세계 간의 상호작용을 지

원하기 해 만들어진 하드웨어이며, 주변의 빛, 소리

를 감지하거나 버튼 입력, 슬라이드 조작, 항 값을 

인식할 수 있다. 피코 보드를 사용해서 스크래치의 스

라이트를 다양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애니메이

션을 할 수 있고, WeDo로 만든 창작물을 움직일 수 

있다[14].

(Fig. 1) Structure of PICO Board

(Fig. 2)는 WeDo의 구성과 WeDo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창작물을 보여주고 있다[14]. 

WeDo는 간단한 모형 조립과 로그래 을 통해 기

 로  개념과 창의  발상을 키워주는 로  키트로 

USB 허 , 모터, 기울기 센서, 거리 센서 그리고 조립

할 수 있는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구로 으로 스크

래치, 피코 보드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블록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크래치를 사용하여 자유자재로 움직여 볼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연구 상은 ㅇㅇ교육 학교 1학년 A반 25명과 B반 

27명으로 총 52명이며, 한 반은 실험집단, 다른 한 반은 

통제집단으로 무선 배정하 다. 

 

(Fig. 2) W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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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도구

3.2.1 학습동기 검사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로그래 에 한 학습동기

를 측정하기 하여 양권우(2010)가 제작한 학습동기 

검사지[3]과 권은정(2009), 조오근(2004)이 제작한 학습

동기 검사지[15][16]을 참고해서 본 연구 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검사지를 제작하 으며 15문항 5  척도

로 구성하 다. 최소 15 , 최  75 이다.

3.2.2 학업성취도 검사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로그래  수업의 학업성취

도를 측정하기 하여 양권우(2010)가 제작한 학업성취

도 검사지[3]을 참고해서 본 연구 환경에 맞게 수정 보

완하여 학업성취도 검사지를 제작하 다. 논리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 5문항, 로그램의 부분을 완성하는 문

제 5문항, 로그램 실행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 5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각 문항 1  15 이 최고 

수이다. 

3.2.3 교구로봇을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수업 시간에 다룬 로그래  요소는 순

차, 반복, 조건, 산술논리 연산자, 변수(난수), 입출력, 함

수, 이벤트, 병렬처리이다[17][18]. 통제집단에는 로그

래  요소를 반 한 스크래치로 수업을 진행하 으며, 

실험집단에는 <Table 1>과 같은 주제로 10주 10차시 

수업을 진행하 고 (Fig. 3)와 (Fig. 4)는 수업 이다.

(Fig. 3)은 3차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배 만들기 주

제를 학습하는 모습이다. 피코 보드의 빛 센서, 소리 센

서, 버튼을 사용하여 빛의 양, 소리의 양, 버튼 름 여

부, 빛 는 소리(논리연산 는), 빛 그리고 소리(논리

연산 그리고), 빛 는 버튼, 소리 는 버튼을 사용하

여 2차시에 만든 배를 보다 더 자연스럽게 움직여 보는 

수업 장면이다. (Fig. 4)의 1.Sequence는 모터를 시계방

향 회 , 반시계방향 회 을 해 보면서 순서처리에 

한 학습을, 2. Condition은 피코 보드의 빛 센서에 들어

오는 빛의 양에 따라 모터 켜기, 모터 끄기를 해 보면서 

조건문에 한 학습을, 3. Logical operator는 피코 보드

의 빛 센서 값과 WeDo의 거리 센서 값에 따라 모터 켜

기, 모터 끄기를 해 보면서 산술논리연산의 그리고 연

산자에 한 학습을 하는 이다.

period subject programming element

1 to make a windmill sequence, repeat, in/out put

2 to make a simple boat sequence, repeat, in/out put 

3
to make an 

elaborate boat 

random number, 

logic operator, condition

4
to make an 

automatic door

condition, logic operator, 

event, parallelism

5 to make a crane event 

6
to detect 

intruders 

condition, event 

parallelism

<Table 1> Learning subjects

7
a street lamp operated 

by lights

variable, constant, 

event, parallelism

8 to make a trombone event, parallelism

9
an electric fan with 

a timer 
variable, function

10 to make a car variable, function

1. Sequence 2. Condition

(Fig. 3) Class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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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설계 및 절차

ㅇㅇ교육 학교 1학년 2개 반 , 한 반을 실험집단, 

다른 한 반을 통제집단으로 무선 배정한 다음 학습동기 

 학업성취도에 한 사 검사 실시, 실험집단에는 교

구로 을 활용한 로그래  수업을, 통제집단에는 스

크래치를 활용한 로그래  수업을 10주 10차시를 실

시한 후 학습동기  학업성취도에 한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실험처치 후, 실험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SPSS21.0을 사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학습동기와 학업성

취도의 사 , 사후 검사 결과가 종속변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요인이다.

4. 연구 결과

4.1 학습동기 검사 결과

연구가설1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학습동기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1을 검증하기 하여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의 사  학습동기 검사 자료, 사후 학습동기 검사 자료

를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는 (Fig. 5)과 (Fig. 6)이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을 만

족할 때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Fig. 5)의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는 Levene 통계량

=.138, 유의확률=.712이다. 이는 유의수  5%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분산이 같음을 보여 다. 즉, 일

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 다. 

(Fig. 5)의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결과는 

F=.049, 유의확률=.826이다. 이는 유의수  5%에서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학습동기는 같다는 가설을 기

각할 수 없음을 보여 다. 즉,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의 학습동기가 동질하다고 단할 수 있다.

(Fig. 5)의 사  학습동기에 한 기술통계 값은 통

제집단의 평균 29.36 , 최솟값 15 , 최댓값 45 이며 

실험집단의 평균 28.93 , 최솟값 18 , 최댓값 45 이

며 이는 통제집단, 실험집단 모두 로그래  교육에 

한 학습동기가 매우 낮은 상태임을 보여 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후 학습동기 검사 결과

에 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는 (Fig. 6)과 같다. 

3. Logic operator

(Fig. 4) Scratch and WeDo

(Fig. 5) Learning motivation(pretest)

Test group   

Control group   

   : pretest       : post test

 : Class using robot   : Class using scratch

<Table 2> Stud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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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의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는 Levene 통계량

=1.730, 유의확률=.194이다. 이는 유의수  5%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분산이 같음을 보여 다. 즉, 일

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 보여 다.

(Fig. 6)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검정 결과는 F=9.828, 

유의확률=.003이다. 이는 유의수  5%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학습동기가 같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

음 보여 다. 즉,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학습동기

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6)의 사후 학습동기에 한 기술통계 값은 통

제집단의 평균 49.04 , 최솟값 43 , 최댓값 68 이며 

실험집단의 평균 55.89 , 최솟값 45 , 최댓값 72 이

며 이 결과는 교구로 을 활용한 로그래  수업이 스

크래치를 활용한 로그래  수업을 실시한 집단에 비

해 더 높은 학습동기를 부여함을 보여 다.

4.2 학업성취도 검사 결과

연구가설2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학업성취도

에 있어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2를 검증하기 하여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의 사  학업성취도 검사 자료, 사후 학업성취도 검사 

자료를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Fig. 7)과 (Fig. 8)이다.

(Fig. 7)의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는 Levene 통계

량=.468, 유의확률=.497이다. 이는 유의수  5%에서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분산이 같음을 보여 다. 즉,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 보여 다. 

(Fig. 7)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검정 결과는 F=.489, 

유의확률=.488이다. 이는 유의수  5%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학업성취도는 같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즉,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학업성취도는 동질

하다고 단할 수 있다. 

(Fig. 7)의 사  학업성취도에 한 기술통계 값은 

통제집단의 평균 5.44 , 최솟값 4 , 최댓값 7 이며, 

실험집단의 평균 5.26 , 최솟값 4 , 최댓값 7 임을 

보여 다. 이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모두 로그래

에 한 지식이 매우 낮은 상태임을 보여 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후 학업성취도 검사 결

과에 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는 (Fig. 8)과 같다. 

(Fig. 8)의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는 Levene 통계량

=3.245, 유의확률=.078이다. 이는 유의수  5%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분산이 같음을 보여 다. 즉, 일

(Fig. 7) Academic achievement(pretest)

(Fig. 6) Learning motivation(pos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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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 다.

(Fig. 8)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는 F=6.372, 유의

확률=.015이다. 이는 유의수  5%에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학업성취도는 같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음

을 보여 다. 즉,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학업성취도

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다. 

(Fig. 8)의 사후 학업성취도 기술통계 값은 통제집단

의 평균 10.9 , 최솟값 7 , 최댓값 15 이며, 실험집단

의 평균 12.4 , 최솟값 9 , 최댓값 15 이다. 통제집단

의 평균 수보다 실험집단의 평균 수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교구로 을 이용한 로그래  

수업이 스크래치를 이용한 로그래  수업을 실시한 

집단에 비해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얻음을 보여 다.

5. 결론

최근 소 트웨어 교육의 요성에 한 인식이 확산

됨에 따라 등학생을 상으로 하는 로그래  교육 

방법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등학교에서 소 트웨어 교육을 담당해야 할 비 등 

교사들은 코딩 교육에 한 동기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는 등학교의 소 트웨어 교육 반에 걸

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교육 학교 1

학년 한 개 반에는 교구로 을 이용한 로그래  교육

을, 다른 한 개 반에는 스크래치를 이용한 로그래  

교육을 실시한 다음 로그래  교육에 한 학습동기

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이 연구

의 목 이다. 

로그래 에 한 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의 사 검

사 자료를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 다. 10주 10차시에 

걸쳐서 실험집단은 교구로 을 이용하여 로그래  수

업을 진행하 고, 통제집단은 스크래치를 이용하여 

로그래  수업을 진행하 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의 학습동기  학업성취도에 한 사후검사 자료를 이

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사후 학습동기 검사를 실시하여 통제집단의 평균은 

49.08 , 최솟값은 43 , 최댓값은 68 이고 실험집단의 

평균은 55.89 , 최솟값은 45 , 최댓값은 72 으로 나

타나 교구로 을 이용한 실험집단이 스크래치를 이용한 

통제집단보다 학습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F=13.30, 

유의확률=.001로 나타나 유의주  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5).

사후 학업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여 통제집단의 평균

은 10.9 , 최솟값은 7 , 최댓값은 15 이고, 실험집단

의 평균은 12.4 , 최솟값은 9 , 최댓값은 15 으로 나

타나 교구로 을 이용한 실험집단이 스크래치를 이용한 

통제집단보다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F=6.372, 유의확률=.015로 나타나 유의주  5%에서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5).

교육 학교 1학년 2개 반을 상으로 한 실험이기 때

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

으며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학습 주제를 등학생 수 에 맞

도록 수정⋅보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 교구로 을 

활용한 로그래  교육이 등학교 학생들의 로그래

에 한 학습동기, 학업성취도 그리고 자기 효능감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Fig. 8) Academic achievement(pos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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