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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프트웨어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 대한 논의도 같이 활
발해지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교육 수업 방법의 문제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컴퓨터에서 진행
되고 있는 코딩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수자는 적시에 학습자에게 피드백
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습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엔트리 기반의 실
시간 학습자 코딩 상황을 파악하고 교수자에게 전달하는 소프트웨어교육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학습중에 수
집되는 데이터를 Hadoop 시스템을 통하여 시각화는 체제를 구현하였다. 소프트웨어교육 지원 시스템은 교사와
학습자가 접속하는 표현 계층과 코드를 분석하고 구조화하여 평가하는 비즈니스 계층, 그리고 학급정보, 계정 정
보, 학습정보 등을 저장하는 DB 계층을 포함하고 있다. 교수자는 미리 학습할 내용을 소프트웨어교육 지원 시스
템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저장된 코드와 학생들의 코드를 비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컴퓨팅 사고력
요소 루브릭을 통해 학습자의 성취율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키워드 : 소프트웨어교육, 컴퓨팅 사고력, 하둡, 시스템개발, 학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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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interest in software education has increased, discussions on teaching, learning, and evaluation method it
have also been active. One of the problems of software education teaching method is that the instructor cannot
grasp the content of coding in progress in the learner's computer in real time, and therefore, instructors are lim-
ited in providing feedback to learners in a timely manner. To overcome this problem,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software education support system that grasps the real-time learner coding situation under block-based pro-
gramming environment by applying a learning analysis technique and delivers it to the instructor, and visualizes
the data collected during learning through the Hadoop system. The system includes a presentation layer to which
teachers and learners access, a business layer to analyze and structure code, and a DB layer to store class in-
formation, account information, and learning information. The instructor can set the content to be learned in ad-
vance in the software education support system, and compare and analyze the learner's achievement through the
computational thinking components rubric, based on the data comparing the stored code with the student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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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정

부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교육을 초·중등 교육

과정에 필수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15][21]. 초·중등학

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은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컴퓨팅 사고력을 통해 컴퓨터과학이자 언어로서 논리적

인 사고를 기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15].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보 교과에서는 복잡한 실세계의 문제를

해결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핵심요소(추상화)를

찾고 논리적인 절차(알고리즘)를 통해 문제해결과정을

구상하고 전산기기를 활용(자동화)하여 빠르게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최근 상대적으로

어려운 텍스트형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놀이·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블록형으로 구성되어 쉽게 프로

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스크래치와 엔트리와 같은 교육

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수 보급되고 있다[11].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

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연계된 교육을 지향

하고 있으며 ‘정보’ 교과의 성취기준을 반영하여 수업과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수업 설계 및 피드백이 필요

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습자의 행동을 분석하여 교수

를 개선하고 학습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학습분석이 요

구되고 있다. 학습분석은 학습활동 과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학습 관련 정보를 인식시키

고 자기성찰, 피드백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습분석을

위해서는 인과관계에 기반한 학습분석 모델링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수집된 데이터의

시각화 제공 등이 필요하며 학습분석이라는 학문이 교

육공학, 컴퓨터공학, 통계학 등의 지식이 요구되는 융합

분야이다 보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5].

학교 현장에서 소프트웨어교육이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를 전공한 교사를 투입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2].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

에 소프트웨어교육만을 가르치는 것의 실현이 쉽지 않

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주의집중 시간이 길지 않고

할당된 17시간 이내에 교사가 모든 프로젝트를 준비하

여 프로그래밍까지 체험해보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프로그

래밍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도구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전공 교사가 다수

의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상황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드백을

주기는 쉽지 않다. 이 같은 교실 수업 환경에서의 효율

적인 교수를 위하여 지능형 교수 시스템과 같은 프로그

래밍 교육 지원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들

에서 제시되고 있다[1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학습자의 프로

그래밍 과정을 분석하여 교사가 적시에 학습자를 돕도

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엔트리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코딩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학습자들의 코딩 내용을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하둡(Hadoop) 시스템을 활용

하여 실시간으로 시각화됨으로써 교사는 개발된 시스템

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진도를 파악하고 적시에 필요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학습분석

학습분석은 학자마다 정의가 다르지만, 종합해 보면

학습자 또는 학습환경에 대해 여러 정보를 수집하여 학

습환경과 학습활동 및 과정을 최적화하고 교육 관련 의

사를 결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모델링,

분석, 예측,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6]. 학습분석

은 학습환경에서 얻어지는 데이터 고유의 유형을 탐색

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환경이나 학

습자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17].

최근에는 학습자들의 학습분석을 기반으로 대시보드

시각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학

습분석기반 대시보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학

생들의 학습환경이나 학습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연

구가 대부분이었으며 학습자들의 학습 참여도, 학습 태

도, 학습 시간, 학습자료 활용 빈도 등을 시각화하여 제

공한다[18]. 교수자의 개입이나 피드백 제공을 위한 연

구를 살펴보면 학습활동 참여도가 낮은 학생, 향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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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를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

생들에게 교수자가 동기를 부여하거나 학습 참여를 독

려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교수자의 평가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한 대시보드를 개발한 연구도 있다. 무들

(Moodle)과 같은 상용 시스템들은 학습분석 기술을 활용

하여 학습 참여도가 낮은 학생, 학습 중도탈락자 식별과

같은 유의미한 결과를 선보였다. 최근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한 머신러닝,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이 앞으로

학습분석 대시보드 연구에서 비정형 데이터 분석, 학습

경로 추천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2. 하둡(Hadoop)

하둡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 거대한 컴퓨터 클

러스터에서 작동하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개 프레임워크이다[4]. 빅데이터를 위한 플랫폼은 대

용량 데이터의 분산저장과 다수의 서버 클러스터에서

일어나는 병렬처리가 주를 이루며 하둡은 이에 최적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둡분산파일시스템(HDFS,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은 파일은 기본

64Mbyte 단위로 나누어 분산 저장하며 안정적이고 빠

른 저장소의 역할을 한다. 이는 네임노드와 데이터노드

로 분리되어 동작하며 데이터노드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데이터노드를 추가하기만 하면 기존 시스

템을 유지시켜 주는 안정적 설계이다.

(Fig. 1)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Overview

맵리듀스(MapReduce)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병렬처리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상용 하드웨어

를 이용한 분산 프로그래밍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기

존의 아키텍처가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데이터를 불러와

처리하는 방식이었다면 하둡의 맵리듀스는 클러스터로

묶인 개별 데이터 노드로 프로그램을 보내 데이터가 존

재하는 서버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Fig. 2) Mapreduce System Overview

하둡을 구성하는 핵심은 하둡분산파일시스템과 맵리

듀스이다. 그러나 오픈소스의 특성상 다양한 연관 솔루

션과 도구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연관 관계를 하둡 생

태계(Hadoop Ecosystem)라고 부른다. 즉, 사용자들은

하둡을 위해 별도의 솔루션 및 도구를 만들 필요 없이

하둡 생태계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손쉬운 빅데이터 분

석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Fig. 3) Hadoop Ecosystem Overview

본 연구에서는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과 맵리듀스를

이용하여 학습 중인 학생들의 블록형 프로그래밍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교사에게 시각화하여 제

공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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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프로그래밍 학습분석 시스템

온라인 알고리즘 또는 프로그래밍 평가 시스템은 주

어진 문제에서 제한된 실행 시간이나 공간 복잡도 내에

서 사용자가 제출한 코드가 입력 데이터, 변수의 종류

등에 따라 출력이 올바른지 확인하여 정답의 유무를 제

공하는 시스템이다[12]. 현재까지 개발된 다양한 시스템

과 본 시스템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Element Previousstudy Developedsystem

Real-time availability
X[9][12][14]
O[12][20]

O

Online availability
X[9][14]

O[10][12][20]
O

Programming Language
Text[9][10][14][20]
Block[12]

Block

Computational thinking
assessment

X[9][10][12][14][20] O

Possibility of
teacher's learning

analysis
X[9][10][12][14][20] O

Data accumulation X[9][10][12][14][20] O

<Table 1> Comparison of Previous Researches and
Developed System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래밍 학습 및 평가를

위한 다양한 자동채점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나 현재까지

초중등학생 및 교수자를 위한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

를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극히 드물며

완성된 코드가 정답에 가까운지 연산하여 결과를 도출

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어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

을 나타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최근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 종류인 앱 인벤터

와 스냅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Codemaster와

같은 시스템도 등장하였으나 완성된 코드의 결과만 분

석하는 비실시간 시스템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블록형 프

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교육할 때 실시간으로 이를

분석하여 코드의 일치도, 컴퓨팅 사고력 성취도 제시를

통해 교수자의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분석 기법을 적용

한 실시간 소프트웨어교육 지원 시스템을 설계하여 구

현하고자 한다.

3. 학습분석 기법 적용 소프트웨어교육 지원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구성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전인성&송기상(2018)

의 복합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파일럿 시스템을 기반

으로 Hadoop시스템을 이용한 로그 데이터 분석 및 예

측 시스템을 개발하였다[7]. 전체적인 계층은 세 계층으

로 구성하였으며 교사와 학습자가 접속하는 표현 계층,

코드를 분석하고 구조화하여 평가하는 비즈니스 계층,

학급정보, 계정 정보, 학습정보 등을 저장하는 DB 계층

으로 구분하였다. 교사와 학생은 웹 서버를 이용하여

Chentry 시스템에 접속하고 DB 서버와 Chentry 시스

템, Hadoop 시스템은 별도 관리 서버를 두어 관리 및

유지보수를 쉽게 하였다. 시스템의 전체적인 아키텍처

구조는 (Fig. 4)와 같다.

(Fig. 4) System Architecture

학습분석 기법 적용 소프트웨어교육 지원 시스템은

Javascript를 활용하여 개발하였으며 뷰 에이전트는

HTML, CSS를 활용하였다. 데이터는 MySQL 데이터베

이스를 활용하여 저장하며 학생의 로그 분석 및 데이터

수집·처리는 Hadoop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Table 2>

은 시스템개발 환경을 정리한 표이다.

DevelopmentEnvironment Tools&Software
Web browser

(Presentation Layer)
HTML, CSS (Internet browser

& Google Chrome)
Web server&Agent server Apache Tomcat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IDE)

Javascript

Database MYSQL DB
Data analysis Hadoop

<Table 2> System Developmen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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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시간 분석 시스템 알고리즘 

3.2.1. 시스템 동작 과정

학습분석 기법을 적용한 실시간 소프트웨어교육 학습

지원 시스템의 전체적인 동작 과정을 (Fig. 5)과 같이

표현하였다.

(Fig. 5) System Process

교수자는 LMS 기능을 활용하여 프로젝트(class)와

학생의 계정(account)을 생성할 수 있다. 학생의 계정은

학교 이름, 학년, 반, 번호를 고유번호로 자동 생성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사는 한 단위 차시 프로젝트당 다

섯 개의 정답을 저장할 수 있다. 첫 번째 답은 교사의

답안과 가장 일치하는 답안이며 두 번째 답부터 다섯

번째 답은 교사의 답안과 근접하지만, 알고리즘이 상대

적으로 더 복잡하거나 변수를 잘못 입력한 경우, 오류가

나도록 입력한 경우 등이다. 각각의 답안은 가중치를 두

어 첫 번째 답안은 1.0, 두 번째 답안은 0.8, 세 번째 답

안은 0.6, 네 번째 답안은 0.4, 다섯 번째 답안은 0.2로

교사의 답안과의 근삿값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사가 프로젝트와 학생 계정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안내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블록형 프

로그래밍 언어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을 실시한다. 블록

형 프로그래밍 언어 환경은 엔트리(Entry)를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3.2.2. 블록 일치도 분석 

본 시스템은 학습자가 프로그래밍 작업 중 저장 버튼

을 클릭하거나 일정 시간을 주기로 레벤슈타인 거리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달성도를 누적하여 저장한다.

데이터의 유사도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은 데이터 사이

의 벡터 거리를 측정하여 출력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

며 자카드 거리, 코사인 거리, 레벤슈타인 거리 알고리

즘 등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레

벤슈타인 거리 알고리즘은 편집 거리 기법 중의 일종으

로서 두 문자열 사이에서 하나의 문자열에서 다른 문자

열로 전환할 때 필요한 삭제, 추가, 변환의 최소 편집

횟수를 계산한다[13]. 타 알고리즘에 비해 연산하는 방

법이 간단하여 시간복잡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필요에

따라 가중치 조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블록 그룹 일치도와 전체 블록

그룹 일치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진행률을 산출하였

다. 또한, 블록 종류는 같지만 변수 또는 블록 파라미터

만 틀렸으면 1회 수정이 아닌 0.5회 수정이 필요한 것으

로 보정하였다.

개별블록그룹일치도 

×    

  

전체 블록 그룹 일치도 

×       
   

교수자는 학습자별로 각각의 학습자가 어떤 블록을

사용했는지, 일정 시간별로 학습자의 코드가 어떻게 변

경되었는지, 최종 달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

으며 달성도가 낮은 학생에게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162   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24권 제2호

3.2.3. 컴퓨팅 사고력 분석 루브릭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은 ‘컴퓨팅 사고력’을 지닌 창

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컴퓨팅

사고력을 하위 구성 요소로 나누어 루브릭 형태로 보여

주도록 설계하였다. 컴퓨팅 사고력의 하위 요소는 학자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ISTE&CSTA(2011)과

Google for Education(2015)에서 구분한 하위 요소와 김

수환 외(2017)의 코드 분석 알고리즘을 참고·수정하여

개발하였다[19][3][8]. 개발한 코드 분석 루브릭은

<Table 3>와 같다.

CTelement 1 2 3

Procedure ⦁4 block chunks⦁4 dead codes ⦁8 block chunks⦁2 dead codes ⦁10 block chunks⦁0 dead code
Repetition ⦁3 roops ⦁1 Nested Roop ⦁1 roop+1 If else
Selection ⦁2 if ⦁2 if else ⦁if + Logic operation
Interaction ⦁1 when

object clicked
⦁1 input/output
device interaction

⦁send & receive
signals⦁function blocks

Data
representation

⦁variables ⦁variables+operation ⦁variables+list+
operation

Abstraction ⦁More than
3 objects

⦁More than
5 objects⦁More than
2 Scenes

⦁More than
5 objects⦁More than
2 Scenes⦁More than
1 function

Parallelization
⦁More than 2
when
in 1 object

⦁More thanc 2
when+signal
in 1 object

⦁More than 2
when
in 1 object⦁Scene change

<Table 3> CT Analysis Rubric

3.2.4. 누적 성취도 분석 

학생의 실시간으로 누적되는 성취도, 계정 정보 등은

하둡 시스템을 통해 분석하고 처리한다.

Hadoop 시스템에서는 맵리듀스 함수를 이용하여 블

록 기반으로 분산하여 파일을 처리한다. 교사가 가입할

때 입력한 지역, 학교급, 학년, 반 등의 계정 정보와 일

정 주기마다 저장한 학생들의 코드 로그 데이터를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한 뒤 이를 Hadoop을 통해 불러와 분

산하여 처리한다. Hadoop 시스템을 활용하면 무겁고 복

잡한 데이터와 스케줄링 등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학습분석 기법 적용 소

프트웨어교육 지원 시스템의 흐름도는 (Fig. 6)와 같다.

(Fig. 6) System flow chart

4. 학습분석 기법 적용 소프트웨어교육 지원 시스템 구현

표현 계층은 교사용 화면과 학생용 화면으로 나뉜다.

교사용 화면에서는 (Fig. 7)과 같이 학생들의 계정을 생

성하고 교수·학습 프로젝트를 생성·관리할 수 있다.

교사용 표현 계층은 학습분석 기법 적용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시스템에서 교사가 학습자들의 계정을 관리

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교수·학습 중 실시간으로 학

생들의 성취율을 관찰·평가하여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Fig. 7) Presentation Layer of Teacher’s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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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ig. 8)과 같이 학생들의 성취율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각각의 학생 성취율을 클릭하면 (Fig. 9)와

같이 다섯 가지 정답에 대한 성취율과 코어 에이전트의

레벤슈타인 거리 알고리즘을 활용한 시간별 성취율 로

그, 컴퓨팅 사고력 요소를 이용한 수준을 확인하여 진단

할 수 있다.

(Fig. 8) Achievement Monitoring

(Fig. 9) Achievement Log & CT Rubric View

학생용 계정에서는 교사가 만든 프로젝트에 접속하여

엔트리 플랫폼 기반의 블록형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

며 오른쪽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할 수 있다. 학

생들의 프로그래밍 로그 데이터는 일정 시간을 주기로

자동 저장된다.

(Fig. 10) Presentation Layer of Learner’s Screen

관리자는 관리자용 계정을 이용하여 Hadoop 서버에

로그인할 수 있다. Hadoop에서는 지역별, 성별, 학교급,

학년별 로그 데이터 등을 관리할 수 있다.

(Fig. 11) View of Hadoop System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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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최근 소프트웨어교육, 인공지능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교수·학습 방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프로그

래밍 학습 중에 일어나는 학생들의 학습상황, 학습 태

도, 성취율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학습분석

역시 여러 연구를 통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습분석 기법 적용 소프트웨어교육 지원 시스템은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엔트리를 기반으로 교사가 학습 중 실시간으로 학생들

의 학습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지적 또는 교

정적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교사는 본 연구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습할 내용을

미리 설정하고 LMS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으며 저장된 코드와 학생들의 코드를 비교하고 컴퓨

팅 사고력 요소를 활용하여 성취율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학습분석 기법 적용 소프트웨

어교육 지원 시스템은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의 학습

분석 관련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 중에 일어나는 학

생들의 로그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래밍 과정에

서 일어나는 사고 과정을 분석하고 학습자 개인별로 학

습상황을 추론하고 예측하여 개선할 수 있는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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