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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was performed of high school science classes. These science classes progressed by using 
Scratch, and surveyed students’ perception after finishing each clas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of 
male students who want to choose department of natural science in the next grade. Those classes are 
consisted of four classes. This study produced a journal, and contained expressions of their thinking 
and feeling based on experiences during attending classes and projects. Consequently, that journal was 
analyzed in view of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of Scratch using science classes, and it was also included 
of utilizing Scratch program. Research shows following three conclusions. First, students preferred Scratch 
using class to general one. They attend more active with high interest, and they felt senses of 
accomplishment while they make output by themselves. Second, their studies passed through three stages. 
These are problem perception, problem solving, and producing. Problem solving stage is especially 
complicated and difficult stage to students. This stage is consisted of Scratch side and Science side. 
Scratch side has Design and applying process, and Science side has data gathering and analyzing. Students’ 
comprehension of scientific knowledge is increased and is preserved long time through this stage. Last, 
students had a hard time using Scratch. Because, it is the first time to them to use that program. Therefore, 
we deemed that they needed to start this kind of experience at lower grade than they are now, such 
as middle school stage. It is expected that this type of classes are getting more expanded and more 
populated as a part of students’ cor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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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에는 환경오염, 식량문제, 에너지 고갈 등 융합적 지식과 사

고를 기반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문 분야의 역을 넘나드는 융합적이고 창의적

인 사고를 하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시 로의 진입과 함께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

을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지식을 활용하고 창의적이며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지닌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Ahn & Ma, 2013; Park, 2011). 
이러한 인재가 갖추어야 할 능력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과학기술 

분야에 한 이해이다.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왔다

(Kim, Kim, & Kim, 2014).  최근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에 

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 및 방식을 재구조화하는 미래형 교육 정책을 발표하

다(Baek, et al., 2011;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 Park, et al., 2012). 뿐만 아니라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중심으로의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지난 몇 해에 걸쳐 학

교현장에 커다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정보화 소양(information 

literacy), 수학적 소양(mathematics literacy), 과학적 소양(science 
literacy)과 같은 21세기 핵심역량 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

육과정의 변화에 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자기주도력, 문제 

해결력, 수리 활용력, 정보 처리력을 공통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설정하 다(Kang, Jin, & Yeo, 2014). 국, 싱가포

르, 캐나다에서는 과학교과의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다(Koh & Jung, 
2014). 특히 국 과학교과 교육과정에서 증거의 비판적 이해는 ICT 
자료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1차 및 2차 자료들로 부터 데이터를 수집

하고,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연구 결과를 과학적 설명을 

위한 증거를 제공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 고, 의사소통

은 과학적 정보를 의사소통하기 위해 ICT 자료를 포함해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과학적 쟁점에 해 논의하는 데 공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 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전통적인 지식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현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하며,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과학적 설명을 위한 증거로 제공한다던지,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핵심역량을 기르고,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과학 인재를 배양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내용과 방식에 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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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hesises related to lecture program with Scratch
제목 연구자(발표년도) 연구 상

Computational Literacy 교육에서 프로그래밍 능력과 학습자 특성에 관한 연구 김수환외 2인(2010) 학생

스크래치를 활용한 STEAM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오정철 외 3인(2012) 초등학생

스크래치가 프로그래밍 교육에 한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 양권우(2010) 학생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교육이 초등학생의 학습 몰입과 프로그래밍 능력에 미치는 효과 안경미외 2인(2011) 초등학생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교육이 초등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미치는 효과 박용철,이수정(2011) 초등학생

스크래치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수업 효과 조성환외 4인(2008) 중학생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초등학교 Scratch 교육과정 개발 안형진.마 성(2013) 초등학생

센서 기반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중심의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김태훈외 2인(2014) 초등학생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여 년의 연구를 토 로 2013년에 차세  과학교육기

준(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을 발표하 다(NGSS Lead 
States, 2013). 이 교육과정에서 제안한 새로운 시각 중 하나는 공학적 

실행(Engineering Practice)이다. 이를 세 가지 활동 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험적 조사, 해결책 개발, 아이디어 평가이다. 또한 NGSS
에서는 공학적 실천을 8가지 하부 역으로 구분하 는데, 그 중에 

하나는 수학과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이하 CT)활용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수행이 어려운 단계

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과학의 역량을 증 시키는데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방 한 양의자료를 분석하여 복잡한 시스템의 역동성

을 모델화하고 현상에 내제되어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시뮬

레이션을 개발하여 자료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패턴을 파악하는 데

에 CT의 가치가 있다(Lee, et al., 2014).
이 연구에서는 가장 단순한 CT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과학 수업을 운 하 을 때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고, 이를 

토 로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배양과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추는 효과적인 교수법 중 하나로 스크래치의 효과를 알아보

고자 하 다. 특히 스크래치는 학습자 중심의 디지털 교육의 일환으로 

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과 공학적 설계를 포함한 융합 과학수업

에 활용할 가치가 높은 교육 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스크래치는 

2007년 5월 MIT Media Lab의 연구팀과 UCLA 학의 협력연구와 

인텔, 미국과학재단의 공동 연구로 Squeak Etoys에 그 기초를 두고 

개발되었으며 Mitchel Resnick에 의해 디자인 되었다(Oh, et al., 2012).  
스크래치는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로

써 어린학생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디지털로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다(Kim, Han, & Kim, 2010; Kim, Han, 
& Kim, 2012). 

현재 우리나라에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스크래치와 관련된 연구는 

정보교육학회 논문 21편, 컴퓨터교육학회 논문 9편, 정보과학회 논문 

3편 등이었다. 이 논문들 중에 수업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효과에 

해 연구한 논문은 8편이었다(Table 1). 이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연구 상은 초등학생과 학생이 부분이었다. 연구 상이 중학생

인 경우는 1편이었고, 고등학생을 연구 상으로 설정한 연구는 1편도 

없었다. 그리고 부분 재 학급 또는 방과 후 활동 등에 적용되었으

며, 정규 교육과정에서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과학시간에 

적용된 경우는 초등학교만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의 부분은 양적 

연구로 이루어졌고, 연구의 목적은 주로 정보나 컴퓨터 코딩 능력의 

향상을 알아보는 것으로 과학 수업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알아본 연구

는 없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과 공학적 실행이라

는 목적의 교육적 효과를 알아본 연구는 없다.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학습자 중심의 디지털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갖춘 

인재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과학적 역량과 과학과 공학적 실행을 

통한 구체적인 과학 교수학습방법에 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가.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 수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나.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 학습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한 학생 인식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및 수업 설계

1. 연구대상

이 학교는 광역시의 일반계 고등학교로서, 연구 상으로는 2학년 

자연 계열 4개 학급 남학생 140명이 참여하 다. 각 학급의 인원수는 

35명이다. 이 학교의 규모는 총 26학급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학년은 

8학급으로 인문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4학급, 자연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4학급이다. 학교는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학부모는 체로 경제적 수준이 중산층 이상이며, 학생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이 학교 학생들의 학력은 해당 광역시에서 보통이

상에 위치하며, 부분의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프로그래밍에 해 배운 경험이 없다. 

2. 학습 도구의 선택

이 연구에서는 과학수업에 스크래치(scratch)를 활용하 다. Oh, et 
al. (2012)에 따르면, 스크래치는 다른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달리 한글화가 잘 되어 있어 쉽게 배울 수 있고 여러 스프라이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고, 블록 쌓기 방식의 프로그

래밍 방법은 프로그래밍 문법의 오류가 없어야만 블록들이 결합할 수 

있고 학습자가 구문의 오류 없이 프로젝트를 완성 할 수 있어 초보자에

게 적합하다고 하 다. 이 연구의 상인 학생들은 부분 프로그래밍

을 배운 경험이 없었다. 또한 이 연구의 과학수업 목적은 프로그래밍 

학습이 아니라 과학 학습이므로, 프로그래밍의 어려움이 따르면 적절

한 연구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스크래

치를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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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tegory of students' responses in the class journals
번호 질문 비고

1 이 수업의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
2 이 수업의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3 이 수업에서 가장 과학적인 생각이 필요했던 단계는 

무엇이었는가?
과학학습

4 이 수업에서 가장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했던 단계는 
무엇이었는가?

창의성

5 이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6 과학수업에서 스크래치를 활용하는 부분이 더 늘어나길 

희망하는가?
수업에 한 
선호도

7 이 수업이 자신의 진로에 향을 주었는가? 진로 관련성

8 일반적인 과학수업보다 이 수업이 더 재미있는가? 흥미도 비교

9 일반적인 과학수업보다 이 수업이 더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가?

자기주도성 
비교

10 일반적인 과학수업보다 이 수업에서 생각을 더 많이 
하 는가?

사고력 비교

11 이 수업에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Table 3. Learning cycle model for science class using Scratch 
program

Step Activity
Exploring Presentation a problem in science books or in everyday life 

for motivation
Getting Investigation and discussion scientific facts, knowledge, or 

concept
Applying Programing regarding to a topic, Sketch a digital storytelling

Expending Create my own program, Make a creative story
Evaluate Presentation of digital storytelling, Self-evaluation & 

Mutual-evaluation

3. 분석 도구

학생들에게 수업 후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한 수업저널을 통

해 분석하 다. 수업저널은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 수업에서 좋았던 

것, 어려웠던 것, 창의적인 생각을 했던 것, 과학적인 생각을 했던 것,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 수업에 한 선호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생각, 기억에 남는 것 등을 수업활동과 과제활동에서 자신이 했던 생각

과 느꼈던 것, 수업을 통한 변화에 해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 다. 
학생들의 응답은 11가지 항목으로 분류하 다(Table 2). 

4. 수업 설계 및 적용

Kim, Kim, & Kim (2014)은 수업의 설계 및 적용을 2단계로 나누어 

구성하 다. 각 단계는 스크래치를 경험하는 단계와 자신이 선정한 

과학주제에 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작성하는 프로젝트 단계이

다. 이는 일리노이주 주립 의 CeMaST(Center for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의 IMaST(Integrated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 프로젝트에서 사용되었던 순환학습 모형을 수정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일리노이주 주립 의 순환학습 모형에 맞게 

수업을 구성하여 진행하 다. 구체적인 수업의 단계는 Table 3에 제시

하 다. 
학생들은 아이디어 탐구단계(Exploring)에서 과학교과서와 매일의 

일상과 관련된 문제를 교사에게 제시받고, 제시된 문제에 해 탐색한

다. 아이디어 모으기 단계(Getting)에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 사실, 지식과 개념등을 발표, 토의하는 활동을 통해 문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모은다. 아이디어 적용하기 단계(Applying)에서 생

성된 아이디어를 반 하여 이야기나 게임 등의 형태로 제작할 프로그

램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을 시작한다.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스케

치를 통한 구상 활동을 하도록 하 다. 아이디어 확장하기 단계

(Expending)에서는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만드

는 활동을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구상한 프로그램을 완성한

다. 평가하기 단계(Evaluate)에서 구상한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구현하고,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한다.

이 수업모형을 적용하는 단계는 크게 2단계로 구성하 다. 1단계에

서는 예제를 통해 과학문제를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단계이다. 학습 소재로는 에코학교(Eco-school)만들기 프로

젝트를 위한 학교 전기 요금 구하기로 정하 다. 이 소재는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으로, 전기요금을 구하는 내용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위하여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제품을 

조사하고, 제품의 소비전력과 1일 사용시간도 조사한다. 또한 사용한 

1달 총 전력량에 따라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방법에 해서도 조사한

다. 학생들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기요금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설계한 함수에 따라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전기요금을 

구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다. 
1단계에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작성한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의 결

과(Figure 1)로 학생들은 각 제품의 1일 전력량, 여러 제품의 한 달 

전력량 총합, 사용량에 따른 기본요금, 사용량에 따른 누적요금, 금액

에 따른 부가세 부여까지 구할 수 있다. 이 활동은 교사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실생활 관련의 복잡한 과학 문제

를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2단계는 자신이 선정한 과학 주제에 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다. 과학 주제는 고등학교 과학 교과 제1부 ‘우
주와 생명’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 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4에 제시하 다. 고등학교 과학 교과의 제1부는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태양계의 형성 및 생명체의 출현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주요 과학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 과정을 밝혀내기 위하여 과학자들이 가졌

던 의문과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

학생들은 아이디어 모으기 단계에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 사실, 지식과 개념 등을 발표, 토의하는 활동을 통해 문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수집하 다. 아이디어 적용하기 단계에서는 생성

된 아이디어를 반 하여 스케치를 통한 구상 활동(Figure 2)을 한 후, 
이야기나 게임 등의 형태로 제작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

을 시작하 다. 아이디어 확장하기 단계에서는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활동(Figure 3)을 진행하 고, 수업 활동

에 이어 과제 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 고, 총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3주를 확보해 주었고, 이 시간 안에 학생들은 구상한 

프로그램을 완성하 다. 평가하기 단계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자료를 

발표하고,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실시하는 단계로 구성하 으나, 이 

연구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산출물에 한 이해 후 피드백을 제공하

기 위해, 학생이 개별적으로 교사에게 자신의 산출물에 해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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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ents’ output sample on experience stage(1st step) - Calculate electricity 

Table 4. Inquiry problems selected by the students for 
Scratch programing

주제명 해결과제내용

우주의 나이 
구하기

외부은하자료(거리, 후퇴속도)로 부터 우주나이 구하기

빅뱅 핵 합성 
과정

중성자와 양성자의 충돌로 빅뱅 핵 합성 과정 설명하기

우주의 역사 입자 생성과정에 따른 우주 역사 설명하기

질량에 따른 
별의 일생

다양한 별의 질량에 따른 별의 일생 설명하기

원자의 구조 우주에 많이 존재하는 원자의 핵과 전자배치 설명하기

농도와 반응 
속도의 관계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반응속도 변화 구하기

태양계의 운동 태양계의 행성 과정 추론을 통한 태양계의 특징 설명하기

기체 분자의 
구조와 분자량

태양계 행성을 이루는 기체 분자 설명하기(구조와 분자량
을 고려)

행성의 기
행성이 기 설명하기(탈출속도와 기체분자의 운동속도 
고려)

주기율표의 비 주기율표의 원소들의 전자껍질과 전자배치 설명하기

활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과 
음식물 섭취량

하루 동안의 음식물 섭취량과 활동량에 따른 1일 에너지량 
설명하기

스토리텔링을 하고, 산출물에 한 의견을 교환하 다. 수업에서 얻어

지는 학생 산출물은 아이디어 적용하기 단계에서 학생이 스케치를 통

해 구상한 것(Figure 2)과 아이디어 확장단계에서 구상에 따라 완성한 

프로그램(Figure 3)이다. 프로그램을 완성한 후 산출물에 한 학생의 

자기평가와 교사평가를 실시하 다. 

5. 수업 설계에 대한 타당성 확보 

이 연구에서 설계한 수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전

문가 1인, 중등과학교사 4인이 함께 검토하 다. 과학교육전문가는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수업의 효과, 컴퓨팅적 사고에 한 기초 연구 

경험을 가진 과학교육전공자이다. 중등과학교사 4인은 현재 융합인재

교육(STEAM) 교사연구회, 창의인성교사연구회 활동을 통해 교수학

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경험을 갖춘 현장전문가이다. 이들은 

모두 고등학교 과학교과 지도경험을 10년 이상 가진 경력의 현장교사

이다. 이 연구에서 설계한 수업 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Ahn 
& Ma (2013)의 전문가 검토 문항을 수정하여 Table 5와 같이 제작한 

검토지를 토 로 과학교육전문가 1인과 1차 전문가 검토를 한 후, 중
등과학교사 4인과 2차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 다. 설계된 수업이 고등

학교 과학 교과 수업에 적용 가능하다는 전문가간의 합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설계된 수업을 계속적으로 재수정하고 타당성을 확보한 후, 
고등학교 과학 수업에 적용하 다. 

6. 자료 수집 및 분석

학생들은 수업 후 수업 저널을 작성하여 제출하 다. 학생들에 의해 

작성된 수업 저널은 140개 다. 모아진 수업 저널을 모두 전사하여 

디지털화한 후, 연구자 2인이 반복적으로 읽고 교차검토 하 다. 연구

자 2인은 학생들이 작성한 수업 저널을 분석하고 자료에 해 해석할 

때,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지 확인하 고, 자료에 한 해석이 다른 

부분에서는 상호간의 토의를 통해 해석이 일치하도록 하 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표현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하 다. 첫째는 스크래치를 

활용한 수업에 한 인식으로, 둘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인식

으로 분류하 다. 
분류 후에는 스크래치를 활용한 수업에 한 인식 자료 분석을 통해 

수업활동과 과제활동에서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교수학습방법의 특

징과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과 학습모형을 찾아보았다. 또한 스크래

치 프로그래밍에 한 인식 자료 분석을 통해 스크래치의 유용성에 

한 학생들의 생각과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활용의 어려운 점 등에 

해 알아보고 스크래치를 과학 수업에 도입할 때 개선해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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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ample of students’ sketch during applying ideas on project stage(2nd step)

Figure 3. Programmed output after applying idea expansion on project stage(2nd step)

Table 5. Checklist for validity of designed program
검토 문항 주요 검토 내용

과학문제해결을 
위한 스크래치 
도입 타당성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문제 해결의 가능성
예제파일을 통한 스크래치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
한 활동의 필요성

내용 구성 체제의 
적합성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한 차시 시간의 확보
차시 내에서 팀 활동(토의시간, 설계-제작활동)에 충분
한 시간 확보

교재 구성의 
타당성

학생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일 내용의 타당성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문제해결활동의 적합성
단원의 주제와 어울리는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학생 수준의 
적합성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의 적합성

등에 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 다. 자료 분석의 결과에 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검토에 참여하 던 현장 교사 4인의 검토를 

받았다. 현장 교사 4인의 검토를 통해 학생들의 글을 통해 분석한 생각, 
느낌, 변화의 파악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수업의 특징

학생의 수업저널에서 가장 많이 발견한 표현은 ‘재미있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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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ategory and example sentences related to "interesting" expression in students' journals 
분류 유형 사례

감성적 측면

새로움
• 새로운 방법의 수업이라 재미있다.
• 참신하고 재미있었다.
• PPT는 너무 일반적이라 신기하지 않지만, 스크래치는 수업이 재미있어질 것 같다.

뿌듯함
• 완성품을 만들었을 때 느낀 보람 때문에 더 재미있었다.
• 처음엔 힘들었으나 만들고 보니 뿌듯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쉬움 • 쉽고 재미있어서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학습적 측면

과학에 한 흥미 • 덕분에 재미있게 수업을 했고,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과학적 지식의 활용 • 이론만 배우는 것보다 직접 활용할 수 있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과학학습에 도움 • 재미있게 만들면서 하기 때문에 과학 내용이 더 잘 외워지고, 머릿속에 더 잘 들어가는 것 같다.

수업의 몰입 유도
•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고 재미있었다.
• 이론 수업은 지루하고 졸리기도 하지만 스크래치는 더 재미있었다.

자기주도성 • 스스로 개념을 공부하니 훨씬 재미있다.

사고적 측면

사고의 표현
• 내가 생각한 로 만들어서 실행이 되니까 매우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 직접 생각해 만들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 같다.

창의성 향상 • 교과서 내용은 창의성을 길러줄 수 없는 것 같고, 스크래치는 생각을 많이 투자해서 재미있다.
난이도 • 좀 어렵긴 했지만 은근히 재미있었다.

디지털기술
활용 측면

직접 경험
• 내가 만드는 과정을 직접해보아서 재미있었다.
• 눈으로만 보아왔던 과정을 직접 하게 되어 재미있었다.

시각적 자극
• 그림으로 수업 과제가 진행되어 재미있고, 주제에 한 관심이 더 생겼었다.
• 수업은 살짝 딱딱하지만 스크래치는 시각적이어서 재미있고 좋았다.

컴퓨터 활용
• 컴퓨터를 이용하고 여러 정보를 찾아가며 만들어서 재미있었다.
• 친근한 컴퓨터를 사용해서 재미있었다.

용어 다. 140명의 학생들 중에서 저널에 이 표현을 제시한 학생은 

105명이었으며, 횟수로는 183회 다. 저널에 표현한 학생들의 반응 

사례를 Table 6에 유형별로 제시하 다. 
학생들의 수업저널에서 추출된 ‘재미있다’라는 표현 문장을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 다(Table 6). 첫째, 감성적 측면에서 학생들은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 수업이 재미있는 이유로 새로움, 뿌듯함 그리

고 쉬움을 인식하 다.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 수업은 기존의 과학교

수방법과 다르다는 점에서 새롭다고 인식하고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

학수업에 기 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신들만

의 산출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산출물을 생

성한 후에는 뿌듯함을 느끼면서 그 결과에 재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학습적 측면에서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수업은 학생들의 과

학에 한 흥미를 높이고, 과학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 때문에 학습한 내용을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되어 과학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 다. 
또한 학생들은 이 수업이 일반적인 수업보다 더 집중이 잘 된다고 

하 으며, 이는 학생들이 더 수업에 몰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크

래치를 통한 과학수업은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산출물 얻으며 학습

을 하는 동안 스스로 과학적 지식과 개념을 익힐 수 있어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진다. 
셋째 측면은 사고적 측면으로,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얻었다. 스크래치는 과학적 문제해결과정을 잘 

표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표현하고 그에 따라 실행해보게 

되는데,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생각을 수정하고, 
그 생각에 따라 제작하고 실행하고 또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하는 과정들

을 통해 사고를 표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의 기회가 많아지고, 원하는 문제 해결을 할 때 까지, 또는 해결과

정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들이 창의적이 되어간다고 인식하게 된다

고 볼 수 있다. 
넷째 측면은 디지털 기술 활용 측면은 디지털로 제작해 내는 과정의 

특성상 직접 제작을 하게 되며, 이 직접적인 경험 속에서, 그 경험 

자체로 재미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스크래치의 특성상 어로 된 명령

어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명령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주얼 블록을 사용하고 있고, 즉각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콘 또는 그림이 움직이며 그에 따라 제작해 가기 때문에 시각적 

자극이 강해 이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를 학생들은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어, 이 활용을 통해서 학생들

은 재미를 느낀다. 이러한 수업에 한 다양한 유형의 ‘재미있다’는 

반응을 통해 학생들이 스크래치를 과학 수업에 도입하는 것에 해 

매우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hn, Sohn, & Choy (2011)도 초등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몰입할수록 

도전적인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잊어버릴 정도로 집중하며,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또한 학생들이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과학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더 많은 정보를 찾게 되고, 주제에 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자신이 

배운 것을 활용하 다고 표현한 수업 저널에서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

학수업에서 학생들은 과학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고 인식하 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이 연구 결과를 토 로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 

수업은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 해 볼 수 있다.
학생의 수업 저널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견한 표현은 ‘직접’또는 

‘스스로’ 란 용어이다. 총 140명의 저널 중에서 97회 정도 이러한 표현

이 관찰되었다. 학생들의 ‘직접’ 또는 ‘스스로’라는 표현은 서로 함께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부분이었으며, 따로 사용되어지어 지는 경우

에도 학생들이 표현한 의미를 해석해 보았을 때,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게 여겨진다.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직접(Hand-on) 제작하

는 활동을 스스로(Self-directed)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직접 

하는 것과 스스로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수업의 특징이 될 수 있다. 직접 또는 스스로 라는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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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ategory and example sentences related to "hands-on" or “self-directed” expression in students' journals 
분류 유형 사례

감성적 측면 뿌듯함 • 직접 프로그래밍하면서 복잡하게 만들면 성취감이 들어 기뻤다.

학습적 측면

과학에 한 흥미 • 직접하다보니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과학적 지식의 활용
• 이론만 배우는 것보다 직접 활용할 수 있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 공부에 흥미는 없지만 스스로 자료를 찾게 된다.

과학학습에 도움

• 직접 만들다보니 더 공부할 수 있었다
• 책으로 한 수업은 기억이 짧게 나는데, 스크래치는 직접 내용을 인식해야 해서 기억이 오래 남는다.
• 직접 만들면서 과학 원리도 체험하며 느끼니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다.
• 직접 만들 내용의 원리나 지식을 세심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직접 체험 덕분에 더욱 기억에 남는다.
• 스크래치 작성에 더 정확한 내용이해가 필요해 스스로 깊이 있게 더 공부하게 된다.
•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스스로 과제 진행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스스로 정보를 찾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된다.
• 교과서는 딱딱하고 지루한데 스스로 개념을 공부하니 훨씬 재미있다.

수업의 몰입 유도
• 직접 클릭해서 만들다보니 수업시간보다 졸리지 않고 집중을 잘 할 수 있었다.
• 자신이 직접 만드는 수업이라 집중이 잘 된다.
• 설명을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이 잘 된다.

사고적 측면 사고의 표현
• 직접 생각해 만들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 같다.
•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수업이라 더 생각하고 이해하게 된다.

디지털기술
활용 측면

직접 경험
• 내가 직접 만들어서 더 좋은 것 같다.
• 눈으로만 보아왔던 과정을 직접 하게 되어 재미있었다.

컴퓨터 활용 • 컴퓨터를 활용하니 직접 와 닿고 이해하기 수월한 것 같다.

Table 8. Example sentences are expressed ‘Novelty’ on journal 
of class A (excepted redundancy expressions)

• 완성품을 만들었을 때 느낀 뿌듯함 때문에 더 재미있었다.
• 완성 후 실행시켰을 때의 뿌듯함을 잊을 수 없다.
• 다른 사람이 사용한 방법이 놀라웠고, 내가 만든 것을 직접해보며 뿌듯하

고 재미있었다.
• 활동지만 보고 실행될지 의아했는데, 막상 작동되니 신기하고 뿌듯하다.
• 처음엔 힘들었으나 만들고 보니 뿌듯하고 공부도 더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과정을 통해 뿌듯함

을 느꼈다.
• 스크래치를 만들고 실행했을 때 뿌듯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

사용한 문장의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하면 Table 7과 같다.
‘직접’ 또는 ‘스스로’과 관련되어진 표현들은 ‘재미있다’란 표현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학습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적 측면에서도 과학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는 표현을 많이 찾아 

낼 수 있었다. 따라서 과학 수업을 할 때에도 학생들이 스크래치를 

통해 개념을 구현하면서 직접 활동을 하는 것은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

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데에도 성공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수업에서 직접해본다는 것은, 또한 스스로 

그 과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학습과제에 한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게 되므로, 학습과제에 해 

더 폭넓게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직접 그리고 스스로 스크래치

를 통해 제작하기 때문에 자신이 학습과제에 해 이해한 것이 오랫동

안 기억할 수 있게 된다고 하 다. 
Park & Lee (2011)도 초등학생을 상으로 한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 자발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태도를 향상

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스크래치를 통해 과학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 주도적으로 자료를 찾고, 개념의 이해를 높이며, 깊이 있는 학습

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해결과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과학적 지식을 재구성하는 단

계를 거쳤기 때문에 그 지식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는 학습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업저널에서 ‘재미있다’와 ‘직접’, ‘스스로’란 표현을 제외하면, 학

생이 작성한 수업저널에서 ‘뿌듯함’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타났다. 총 

33회 정도 나타났다(Table 8). 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한 과정에

서 나타난 느낌이었다. Park & Lee (2011)의 연구에서 스크래치 프로

그래밍 교육이 학생들의 만족감을 높이며, 학습에 한 자기보상을 

주어 학습태도를 변화시키고 학습 참여기회를 높인다고 하 는데, 이 

연구 결과를 토 로 보았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이 긍정적 자기보상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수업은 학생들에게 만족감과 자기보상을 통해 

학습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학생들의 학습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진다. 

2.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수업에서 학습의 과정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 수업의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과학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이 수업은 

과학학습에 도움이 되었을까? 답을 구하고 이에 해 논의하고자 한

다. 이에 해 논의하기 위해 수업저널에서 과학학습과 관련되어 서술

한 부분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고, 학생들의 과학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찾고, 그를 통해 스크래치를 통한 과학 학습 과정을 찾아보았

다. 
첫째, 학생들은 자신이 해결할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작성할 스크래치를 설계 하 다. 이 과정(Figure 2)에서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저널에 표현하 다. 즉 자신의 주제에 해 스크래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빅 아이디어(Big idea)를 생각해 냈다. 즉 주제에 

한 큰 그림을 그리고 구상하 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야 하고, 문제를 해결 또는 표현방법이 과학적이어야 

하며, 해결 또는 표현의 방법이 간단하기 위한 방법을 학생들은 고민했

다. 이 단계는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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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개성 있는 구상과 체계적인 구상이 필요할 때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학생 A-3의 수업저널)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큰 그림을 그릴 때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필요했다 

(학생 B-7의 수업저널)

이렇게 학생들은 자신이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고 인식했는데, 
이는 Oh, et al. (2012)의 스크래치를 활용한 STEAM 교육 프로그램이 

창의성을 증진시킨다는 연구와 같은 맥락이며,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

학 수업은 학생들의 과학적 창의성을 기르는 데에도 효과적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스크래치를 통해 프로젝트를 강조하고 디자인 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실질적인 무언가를 창조하는 과정이고 이를 통해 학습자

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고취된다고 한 선행연구(Mitchel Resnick, 
2010)를 고려해 보았을 때, 학생들은 ‘직접’ 하는 과정, 즉 실질적인 

무언가를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Oh, et al. (2012)의 연구에 따르면 스크래치는 실제 프로

젝트를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 다. 

둘째, 학생들의 저널을 분석해 보면, 과학 문제를 스크래치로 해결

하거나 표현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주제와 관련된 과학 자료를 수집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알려주

지 않은 추가정보를 수집한 경우도 있으며, 학생들은 수집된 과학 자료

를 바탕으로 과학 학습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은 추가정보를 스스로 획득할 수 있다 (학생 C-18의 

수업저널)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에서 과학에 대해 찾아보고, 어떻게 구현할까 생각하며 

과학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학생 D-23의 수업저널)

그리고 학생들의 저널에 따르면, 학생들은 과학 자료를 수집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활동을 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적 사실, 지식, 개념에 한 이해가 있어야 이를 바탕

으로 스크래치로 해결하거나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하 다. 즉 학생들은 

과학 자료를 수집한 후 과학 자료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해석의 과정을 

거치며 과학학습을 하고 있었다. 이 자료해석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스크래치로 과학문제를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과정을 수행하고 있었

다. 즉, 스크래치를 통해 과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제와 관련된 

과학 자료를 수집,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자료 해석의 과정

이 필요, 자료 해석의 과정을 거친 후 스크래치로 제작하는 적용 과정

을 통해 과학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생들은 과학 자료에 한 

이해가 부족할 때는 스크래치로 잘 표현할 수 없고,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과학 자료에 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적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과학 원리를 이해해야 하기에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다 (학생 B-24의 수업저널)

스크래치를 만들 때 정확한 내용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과학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하게 된다 (학생 C-8의 수업저널)

이해력이 부족한 학생은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 (학생 A-21의 수업저널)

또한 학생들은 이렇게 자료 수집, 자료 해석, 적용 과정을 통해 과학 

공부를 더 많이, 더 깊게 하게 된다고 표현하 다. 즉 자료 수집, 자료 

해석, 적용 과정을 통해 더 깊은 과학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 존재한다. 
Oh, et al. (2012)도 초등학교 6학년 과학교과 수업에서 과학의 원리

를 담은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교육 내용을 분명

히 이해할 수 있고, 과학적 원리를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고 보고했다. 

과제를 수행하려면 그 주제에 맞는 정보와 지식을 알아야 해서 (과학을) 

더 많이 공부했다 (학생 A-13의 수업저널)

과학지식을 적용해 프로그래밍을 해야 해서 과학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됨 

(학생 A-31의 수업저널)

셋째, 학생들의 저널을 분석에 따르면, 한 번의 설계에 의해서 산출물

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프로젝트 단계에서 산출물이 쉽게 만들어 

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과정과 

프로젝트 제작과정이 복잡하다고 표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계산결과가 안 나와서 설정을 다시 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웠다 (학생 B-16의 

수업저널)

이번 작업이 매우 복잡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만들어 기억에 남는다 (학생 

D-9의 수업저널)

학생들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 다. 학생들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 자신의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크래치는 학습자로 하여금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에 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는 선행연구

(Natalie Rusk, Mitchel Resnick, & John Maloney, 2010)를 통해 볼 

때, 단 한 번의 학습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적용 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재설계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이 과정을 여러 번의 거쳐 

산출물을 완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산출물의 완성도

를 높이기 위해 이 과정을 반복했다는 것을 저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학생들은 산출물을 완성하기 위해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 다고 볼 수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학생 A-22의 수업저널)

시행착오를 거쳐 가며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학생 C-19의 수업저널)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가 기억 난다 (학생 

D-2의 수업저널)

위의 수업저널을 살펴보면, 우리가 주목할 것이 또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경험했던 ‘복잡함’, ‘시행착오’를 통해 여러 번의 재설

계를 통해 여러 번의 학습과정이 일어났던 것이 학생들의 학습의 정교

화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과학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는 것이다. 즉 이렇게 여러 번의 학습과정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 과학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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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ree steps of Scratch using science lecture & 
Learning procedure on problem solving stage

생각하는 게 더 많아진다. 생각이란 것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다. 

만들다 보면 뭔가 내가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학생 A-3의 수업저널)

자신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분은 10번 넘게 확인하게 하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게 되는 것 같았다 (학생 D-28의 수업저널)

제작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학생 A-16의 수업저널)

위에서 논의한 것을 종합하면 스크래치를 통한 과학학습과정을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선 학생들이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수업

을 하는 단계는 크게 3단계이다.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수업의 3단계

를 나타내었다(Figure 4). 1단계는 학생들이 해결할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한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이며, 2단계는 스크래치를 제작하는 과정

이며,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단계이다. 
3단계는 학생들이 완성된 산출물을 공유 과정으로, 산출물 공유 및 

평가로 확장되어질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은 [2단계]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학습

하는지에 집중하고 그 과정을 찾아보았다. 2단계의 문제해결과정은 

복잡하며, 여러 번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과정이다(Figure 4). 
이 2단계의 학습과정은 설계 - 자료 수집 - 자료 해석 - 적용 - 재설계

(반복)의 과정으로, 스크래치를 설계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설계에 따

라 학생들은 관련된 과학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이해하

는 활동을 통해 해석해서 그것을 스크래치로 해결하거나 표현하는데 

적용한다. 그 적용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스크래치를 재설

계하게 된다. 재설계에 따라 과학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활동이 

이어진다. 완성된 산출물을 얻기 위해 2단계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

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과학적 지식을 활용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과학적 지식에 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과학지식을 더 오랫동안 기억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이 과정은 창의적인 과정이다. 

3.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학생들은 컴퓨터와 스크래치 등 프로그래밍에 의한 방법을 활용하

여 과학 문제를 해결한 경험과 환경에 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

다. 컴퓨터 사용과 프로그래밍 활용으로 학생들은 흥미롭고 집중할 

수 있는 수업으로 이해도가 높았다고 했다. 즉 학생들에게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과학수업은 수업에 한 참여도를 높여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더 집중할 수 있다 (학생 A-4의 수업저널)

컴퓨터를 활용하니 직접 와 닿고 이해하기 수월한 것 같다 (학생 B-16의 

수업저널)

컴퓨터로 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학생 D-20의 수업저널)

학생들은 자신이 해결할 과학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스크래치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활용하 다. 그러나 지식 전

달 방식의 과학 수업과 달리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 수업에서는  

설계-자료수집-자료해석-적용의 단계가 한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수업 후 작성한 저널을 분석한 결과, 프로젝트 

단계에서 산출물이 쉽게 만들어 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과정과 프로젝트 제작과정이 복잡하다고 

표현하 다. 

계산결과가 안 나와서 설정을 다시 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웠다 (학생 B-16의 

수업저널)

이번 작업이 매우 복잡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만들어 기억에 남는다 (학생 

D-9의 수업저널)

학생들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이는 과학과 공학적 실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

다. 학생들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 자신의 프로젝트를 완성

하면서 제 로 된 개념의 이해 및 사고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학생 A-22의 수업저널)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학생 C-19의 수업저널)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가 기억 난다 (학생 

D-2의 수업저널)

학생들이 경험했던 여러 번의 재설계를 통해 ‘복잡함’과 ‘시행착오’
를 경험하면서 학습의 정교화가 가능해 졌고, 이 과정에서 깊이 있는 

과학학습이 가능했다.

생각하는 게 더 많아진다. 생각이란 것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다. 

만들다 보면 뭔가 내가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학생 A-3의 수업저널)

자신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분은 10번 넘게 확인하게 하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게 되는 것 같았다 (학생 D-28의 수업저널)

제작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학생 A-16의 수업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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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처음 접하는 스크래치를 조작하는 것이 어려워했다는 것

을 수업저널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쉬운 프로그램

을 사용하 으나,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도 처음 접하면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스크래치 사용법을 익힐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도록 

하 다. 그러나 만약 스크래치와 같은 프로그램을 더 어렸을 때 획득할 

수 있다면, 과학 수업에 이를 활용하여 학습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다. 언어가 사고의 도구(Yoon, 
2011)이므로, CT와 같은 도구를 획득하여 과학적 사고의 역을 확장

하고 보다 복잡한 자연세계를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

이 획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과학을 접목

하는 교육 내용의 시도를 보다 저학년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 낯설어 어렵게 느꼈고, 컴퓨터를 다룰 줄 몰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중략) 어렵다 (학생 A-32의 수업저널)

처음 접해봐서 그런지 조작이 어려웠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가 어려웠다 (학생 B-5의 수업저널)

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하거나, 컴퓨터 사용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

들은 수업에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스크래치 조작에 능숙하지 못해서 수업에 접근하기 어렵고,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여 산출물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A학급

의 경우 35명 중 4명의 학생이 스크래치를 잘 활용하지 못해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표현했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 과학실에서 실험하면서 하는 수업이 더 재미있다 

(학생 D-30의 수업저널)

컴퓨터를 잘 못 다뤄서 선생님을 따라가기 어려웠고, 애들한테 뒤쳐져서 

힘들었다 (학생 A-26의 수업저널)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수업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학생이 수업에

서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컴퓨터를 활용하고 프로

그래밍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에 비해 컴

퓨터에 한 관심과 스크래치 활용능력이 낮은 학생의 수는 적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스크래치의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인식

했다. 그러나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에 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그러

한 학생의 수업에 한 참여도가 낮아져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수업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적용할 때, 스크래

치 프로그래밍에 한 낮은 접근성을 가진 학생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컴퓨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학생 A-28의 수업저널)

기본적인 프로그램 짜는 과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좋았다 (학생 C-33의 수업저널)

앞으로 우리 사회는 최첨단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스크래치 같은 것으로 

작품을 만들고 무엇을 아는 것에 익숙해지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학생 D-24의 수업저널)

스크래치의 활용가능성을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연관 짓기도 했

다. 자신의 진로가 컴퓨터 과학 또는 컴퓨터 공학은 아니지만, 수업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미래에 컴퓨터에 관련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자신

의 직업에서 컴퓨터를 활용 가능할 것으로 인식했다. 예를 들어 미래에 

과학자가 되어 자신의 연구를 할 때, 건축가가 또는 교사가 되었을 

때도 컴퓨터를 활용하여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가 프로그래머가 아니어도 자신의 일에서 

컴퓨터 또는 프로그래밍의 활용가능성에 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

다. 

스크래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생 C-25의 수업저널)

나중에 과학연구를 할 때 컴퓨터를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학생 B-11의 수업저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스크래치는 활용범위가 넓어 나의 진로인 건축과도 

잘 맞을 것 같다 (학생 A-36의 수업저널)

초등학교 선생님이 목표인데 나중에 수업시간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학생 A-28의 수업저널)

그리고 어떤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진로를 컴퓨터 과학 또는 컴퓨터 

공학으로 진로를 설정하거나 더 공고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즉,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교사는 진로교

육에 한 부분을 고려하진 않았지만,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해 

탐색을 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컴퓨터 공학으로 가려던 마음이 좀 더 확실해졌다 (학생 A-5의 수업저널)

컴퓨터 과학 쪽으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학생 B-10의 수업저널))

과학의 다른 분야를 진로로 생각했었는데 컴퓨터 공학도 생각하게 되었다 

(학생 C-33의 수업저널)

Ⅴ. 결론 및 제언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수업은 무엇보다 과학 수업에 한 흥미를 

높인다. 2011년부터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학교현장에서 융합

인재교육(STEAM)이 실행되고 있으며, 이 STEAM교육의 도입배경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 흥미가 낮아 이를 높이고자 한 것에서 출발되

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수업은 STEAM 교육의 

일부로서 학교현장에서 시도되어지고, 학생들의 과학에 한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TEAM교육은 준거 틀로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

은 나만의 산출물이 만들어짐에 뿌듯함을 느꼈고, 그와 관련하여 자신

감, 성취감을 얻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에 도전하고자 하 다. 이것은 

STEAM교육의 감성적 체험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수업의 

학습과정은 설계기반 학습으로 이루어졌고, 문제해결과정에서 학생들

은 과학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프로그래밍 과정에 적용시켰고, 
그 결과에 따라 재설계과정을 거치는 반복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 다. 그 결과는 학생의 문제해결과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학생만의 창의적 산출물을 얻는 과정이었으며, 최종적으

로 학생들은 창의적 산출물을 생성해 내었다. 이것은 STEAM교육의 

창의적 설계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수업은 

융합교육을 실행하는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수업은 학습적 측면으로 과학적 지식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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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과학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 연구는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 수업동안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밝혀내었다. 이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졌으며, 각 단계는 문제인식-문제해결-산
출물 생성 단계이다. 이 때 2단계의 문제 해결단계에서의 학생들의 

학습과정이 의미 있음을 알아내었다. 문제해결 단계의 학습과정은 스

크래치측면과 과학측면으로 나누어지고, 스크래치 측면에는 설계와 

적용을, 과학측면에는 자료수집과 자료해석의 단계가 있음을  발견하

다. 그 과정은 설계(스크래치측면)-자료수집(과학측면)-자료해석(과
학측면)-적용(스크래치측면) 임을 알아내었으며, 이 과정은 산출물이 

생성되는 동안 반복되는 과정임을 알아내었다. 이 학습과정에 해서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에 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자연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남학생을 상으로 하 고, 
여학생 또는 인문사회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연

구가 수행된다면, 더 일반적인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수업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자신의 진로

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수업이 더욱 확 된다면 학생들이 수업에서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 경험을 가질 수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를 선택하거나 관심의 역을 확장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컴퓨터 

관련 진로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의 삶과 직업에

서 컴퓨터 또는 프로그래밍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수업을, 컴퓨터 공학 

또는 정보과학의 일부 또는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학생들이 미래

를 살아갈 때 필요한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은 미래에 학생들을 둘러싼 공기와 같을 것으

로 예상된다. 이 역량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고, 미래에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도움을 줄 것이

며,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언어와 같이 

작동할 것으로 기 된다. 일부 학생들은 스크래치를 활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워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미래의 새로운 언어를 

조금 더 일찍 사용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준다면, 즉 스크래치를 통한 

과학학습의 기회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경험하게 한다면, 학생

들은 더 쉽게 어려움 없이 과학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 논의도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은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수업

은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으로 제안되어질 수 있고, 학생들의 과학에 

한 흥미와 창의적 문제해결력, 융합적 소양, 정보적 소양을 신장할 

수 있다. 또한 이 수업은 학습자 중심의 디지털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기술과 공학적 설계를 포함한 융합교육을 실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이 학교현장에서 

실행되어지고 이에 한 논의가 확 되길 희망하며, 이 논의는 기술이 

강조되는 과학수업, 과학과 기술이 연계된 융합수업, CT(Compu-
tational thinking)가 도입된 과학수업에 한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기 된다.  

국문요약

이 연구는 고등학교 과학 교과수업에서 이루어졌으며,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과학 수업이 실행되었고, 이에 한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

다. 연구 상은 고등학교 2학년의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남학생이며, 
4학급이다. 학생들이 수업과 과제를 진행하는 동안 얻어진 경험을 바

탕으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 수업저널을 작성하 고, 이 수업저널을 

분석하여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수업에 한 인식과 실제로 이루어

진 학습과정, 스크래치 프로그램 활용에 한 인식을 찾고 그에 한 

시사점을 얻었다. 수업은 2단계로 진행되어졌다. 첫 단계는 과학적 

문제를 스크래치로 해결해 보는 경험의 단계로,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학생들은 비주얼 프로그래밍인 스크래치라는 도구를 활용하

는 경험을 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학생들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산출

물을 생성하게 된다.
연구 결과는, 첫째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수업은 학생들의 흥미가 

높았다. 학생들은 높아진 흥미로 수업에 참여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산출물을 얻는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꼈다. 둘째 이 수업에서 

실제 학생들은 3단계를 거치며 학습하고 있었다. 이 3단계는 문제 인식, 
문제 해결, 산출물 생성이었으며, 특히 문제 해결과정은 반복적이었으

며 학생들에게 이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운 단계이다. 이 문제해결과정

은 스크래치 측면(설계, 적용)과 과학 측면(자료 수집, 자료 해석)으로 

구성되어지며, 설계, 자료 수집, 자료 해석, 적용의 단계가 순서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반복적인 과정에서 설계에 따라 과학적 

지식을 조사하고 이해하여 프로그래밍에 적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지식에 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적 지식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었다고 

하 다. 셋째 학생들은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래밍 사용의 어려움을 나타

내기도 했다. 그러나 처음 사용해보는 것이라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

라 해석되어지며, 이것은 학생들이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수업을 초등

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시작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학생들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의 직업과 관련지었고, 컴퓨터공학 관련 직업

을 갖지 않더라도 다양한 직업분야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 했다.
결론적으로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수업은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으

로 제안되어질 수 있고, 학생들의 과학에 한 흥미와 창의적 문제해결

력, 융합적 소양, 정보적 소양이 신장될 것이다. 스크래치와 같은 프로

그래밍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 수업은 학습자 중심의 디지털 교육

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기술과 공학적 설계를 포함한 융합인재교육

(STEAM)을 실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창의적이고 자기주

도적인 학습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과학교수학습, 수업 프로그램 개발, 스크래치, 융합교육, 
STEM, STEAM, CT(Computation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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