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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SW) 교육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범용 언어인 파이썬(Python)을 활용하여 시연중심
모델(DMM 모델)에 멘토링 학습을 접목시킨 DM³ 수업모형을 바탕으로 총 7차시의 중학교 1학년 함수단원에서의
코딩수업을 개발하였다. 실험처치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학교 1학년 학습자 50명과 보조교사(멘토)로
참여한 예비수학교사 25명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기효능감 검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교사교육의 일환으로
예비교사들의 인식변화도 함께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파이썬을 활용한 중학교 1학년 함수단
원에서의 코딩수업이 중학교 1학년 학습자뿐만 아니라 보조교사로 참여한 예비수학교사들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코딩수업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 또한 긍정적으
로 나타났다.
핵심어: SW교육, 파이썬, 보조교사, 코딩수업, 시연중심모델, 자기효능감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d implement a mathematical program coded using python to analyze the
result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program, and to provide some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on math
education using coding. For the study, we designed the DM³ instruction model based on demonstration, modeling,
marking, & mentoring and subsequently developed *-lesson units for the use in seventh grade learning and teaching
in a middle school. This study was experimented on two groups of subjects : 50 seventh grade students (learners)
from one middle school, and 25 pre-service teachers (supplementary teacher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athematical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elf-efficacy of both subjects on coding
instruction. Moreover, the progra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teachers' perspectives on coding instruc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mathematical program based on coding instruction using Python
are consequently feasible for the seventh grade students.
KEY WORDS: Software-education, Python, Supplementary teacher, Coding instruction; DM³, Self-efficacy

1) 본 연구에서 적용한 수업모형으로 ‘Demonstration-Modeling-Making-and-Mentoring’을 의미한다.
2) 본 고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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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핀란드보다 빠른
2014년부터 이와 관련된 SW교육을 전면 시행하
였다. 영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럽국가에서도

1. 연구목적과 필요성

코딩교육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교

않고 있으며 유럽을 넘어 중국과 일본 등 아시

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 융합

아 국가에서도 이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가적

형 인재상을 제시하였으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

차원을 넘어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범국가적

는 핵심역량의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마련을

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시 중 하

하나의

Education,

나인 code.org 사이트의 정보과학 교육과정은

2015a). 온라인 기반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미

Google, FaceBook 등의 SW엔지니어들에 의해 탄

래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소프트웨어 교육의 활

생한 SW교육용 웹기반 시스템으로, Angry Birds

성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

와 같은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하여 교실 또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이하 SW) 교육

웹상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학습자들이 학습할

중심의 정보교과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Jeon, 2017). 이처럼 SW교

특히 교육부는 2018년부터 초 중등 SW교육의

육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에

필수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설정하였

국 내외적 뿐만 아니라 국가적 범국가적 차원

고, 이를 기반으로 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으로도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ㆍ

목표로

두었다(Ministry

of

ㆍ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5b).

ㆍ

국내 역시 수학교육에서의 코딩교육3)과 관련
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Yoo, 2015; Kwon et

해외에서도 SW교육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교

al., 2016; Song, 2017). 수학교과에서의 코딩교육

육의 핵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교육의 선진국

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컴퓨

이라 불리는 핀란드를 비롯하여 영국, 미국, 에

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여러 수학적 요

스토니아, 인도, 호주 등의 해외 각국에서 SW교

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

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필수과정으로 반영하여

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

운영하고 있다(Kwon, Lee, & Kim, 2016). 핀란드

어지고 있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의 경우 KOODI 2016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초보자들이

개발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Shin & Bae,

활용하기에 적합한 파이썬(Python)4)을 활용한 수

2015). 영국 교육부(the British Department for

학교과에서의 코딩수업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Education, 2013)는 컴퓨팅 교육을 위한 국가적

이루어지지 않았다.

차원의 커리큘럼을 발표하여 코딩교육을 체계적

한편 함수적 사고와 컴퓨팅 사고는 실세계 현

3) 코딩교육이란 영어로 coding in education으로 사용하는 것이 coding education보다는 의미적으로 더 타당하나 별
구분 없이 언어의 편의성에 의해 후자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 코딩을 포함하는 수업은 coding in
instruction 을 의미한다. 코딩수업은 코딩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4) 파이썬(Python)은 네덜란드 개발자 귀도 반 로섬(Guido van Rossum)이 만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간
결한 문법구조를 가지고 있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입문자가 이해하기 쉽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
하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815&cid=59088&categoryId=59096)
2018, Vol. 28,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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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시작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링

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필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통의 특성을

성에서 언급되었듯이 코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파이썬을 활용하

되고 있는 시점에 본 연구는 함수의 교수·학습

여 중학교 1학년 함수단원을 중심으로 코딩수업

과정에서 코딩수업의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라

을 개발 및 적용해보고자 하였으며, 과거 연구들

볼 수 있다. 현 교육과정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 주로 학습자들의 인지적 특성에 중점을 둔

하는 함수내용은 고등학생의 함수내용에 비해

것과 대조적으로 정의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자

비형식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파이썬을 활용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기반 수업에

하는 함수의 코딩과정의 전개가 중학생들에게

서 겪게 되는 학습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직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보조교

접교수법을 바탕으로 하는 시연중심모델(DMM

사의 도움은 큰 의미가 있다.

모델)에 예비수학교사가 보조교사로서 참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초점이 보조교사의

것을 접목시킨 DM³모델을 수업모형으로 적용하

역할을 시연중심모델(DMM 모델)에 접목시킨

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예비수학교

DM³ 모형에 대한 효과보다는 파이썬을 활용한

사들의 자기효능감의 변화도 조사하였으며, 더

수학교과에서의 코딩수업 개발 및 적용을 통한

나아가 이들의 코딩수업에 대한 인식변화도 함

연구 참여자들의 정의적 특성 변화에 좀 더 중

께 조사하였다.

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Mentoring을 접목시킨
DM³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후속연구를

2. 연구문제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II. 문헌고찰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DM³ 모델을 적용한 코딩수업에서 학습
자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1. 함수적 사고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가?
둘째, DM³ 모델을 적용한 코딩수업에서 보조

함수는 수학의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중요

교사로 참여한 예비수학교사들의 컴퓨터 프로그

한 역할을 수행하는 수학적 가치가 있는 영역이

래밍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가?

다. 수학사적으로 크게 대수와 기하 두 가지 영

셋째, DM³ 모델을 적용한 코딩수업에서 보조

역을 기반으로 발전해오던 수학이라는 학문은

교사로 참여한 예비수학교사들의 인식정도는 어

함수의 등장으로써 통합이 가능해졌으며, 함수는

떠한가?

수열, 사상, 연산, 치환, 변환 등과 같은 수학의
여러 영역에서 등장한다. Klein(1968)는 이러한

3. 연구의 제한점

함수의 특성을 바탕으로 함수가 수학적 사고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함수의 내용이 학교수학에

연구에서의 코딩교육은 중학교 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사범대학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예비교

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Woo, 2010).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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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in의 수학교육 개혁내용과 함수적 사고를

다. 이보다 앞서 Bandura(1977)는 ‘성공의 경험’,

강조한 관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함수를 실세계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상태’ 네

와 수학을 조작하는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지의 자기효능감 요소가 있다고 하였으며, 자

또한 함수를 통해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을 이

기효능감 차원으로는 ‘수준’, ‘강도’, ‘일반화’ 세

해한다는 것은 이를 적절한 함수로 표현하고 문

가지의 차원이 있다고 하였다. 성공의 경험은 자

제를 수학적으로 접근하여 상황에 맞게 재해석

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대

하는 수학적 모델링의 관점으로 적용해볼 수 있

리적 경험 또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즉, 함수의 개념을 학교수학을 통해 학습함

다. 언어적 설득은 피드백과 관련된 요소라 할

에 있어서 함수적인 사고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수 있으며, 정서적 상태에 따라 자신의 능력에

수학적 모델링을 거치게 되고, 이에 의하여 학생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것이

미친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도전적인 과제에

므로 그 중요성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Kim,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더 많은 노력을 통하여

Na, Park, Lee, & Jeong, 2017). 이에 따라 본 연구

상대적으로 높은 성취도와 성과를 보인다는 연

에서는 코딩수업에 함수적 사고과정을 도입하였다.

구들을 통해 정의적 특성 중에 자기효능감을 개
인의 성과와 성취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고려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기효능감

해볼 수 있다( Salomon, 1984; Linsley, Brass, &
Thomas, 1995; Mitchell, Hopper, Daniels, George-

교육목표 설정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보다

Falvy, & James, 1994).

명확하고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위한 연구가 이

따라서 Bandura(1986)의 관점에 따라 컴퓨터

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목표의 영역을

프로그래밍 자기효능감을 ‘어떤 결과를 요구하

크게 지적영역, 정의적 영역, 기능적 영역으로

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성공적으로

분류하였으며(Krathwohl, Bloom, & Masia, 1964),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인의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

특성은 이를 시작으로 정의되었다. 최근 연구경

요소와 자기효능감 차원에 의하여 구체화할 수

향에 따르면 자기효능감, 흥미, 불안, 태도, 신념,

있다.

동기 등과 같은 하위요소를 중심으로 정의적 특
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Park, Kim, &

3. 소프트웨어 교육

Ju, 2010). 또한 Hwang(2002)는 정의적 특성이 학
자마다 다양하지만 이에 대한 하위요소들은 상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변인복합체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첨단기술과 함께 성장해

면서 각각의 고유성을 지니는 것이라 하였다.

가며, 이에 바탕이 되는 SW기술력이 곧 제4차

정의적 특성의 구성요소 중에서 자기효능감을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경쟁력이 된다. 이에 따

Bandura(1986)는 어떤 결과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는 이에 요구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성공적으로 그를 수행할

되는 인재 양성을 위해 SW교육에 힘쓰고 있다.

수 있다고 기대하는 개인의 신념이라 정의하였

Ministry of Education(2015b)는 2018년부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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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코딩교육의 필수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실

핀란드의 코딩교육은 코딩의 원리에 대한 이해,

행과제를 설정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초 중등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CT), 문제

학교에서의 코딩교육 강화이다. 2018년부터 초

해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표

중등 코딩교육의 필수화를 위하여 Figure 1과 같

현할 수 있는 인재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영

은 실행과제를 발표하였다.

국 교육부(the British Department for Education,

ㆍ

ㆍ

2013)는 컴퓨팅 교육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커
리큘럼을 발표하여 코딩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
하고자 교육과정 목표와 방침을 토대로 2014년
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영국
역시 코딩교육을 통해 코딩의 원리에 대한 이해,
추론능력, 분석적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바탕으
로 하는 창의적 인재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주 단위로 별도의 교육과정이 존재하
Figure 1. The curriculum suggested for the

지만, 코딩교육의 경우에는 컴퓨터과학교사협회
(Computer

coding instruction

Science Teachers Association,

이하

CSTA)에서 발표한 K-12를 국가적 차원의 공통
국내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뿐만 아니라
코딩교육 역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사들의
직무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전체

ㆍ

초등학교 교사의 30%와 중등학교 정보 컴퓨터
교과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코딩교육관련 연수
를 Figure 2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6).

교육과정을 두고 있다. CSTA(2011)는 핀란드의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CT를 바탕으로 하는 실
질적인 프로그래밍의 활용이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Google, Microsoft, Facebook 등의 세계적인 기
업들은 SW관련 사업에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투
자를 진행해왔으며, 그 중 하나가 SW개발을 위
한 엔지니어에 대한 지원이다. 세계적인 기업의
투자를 받아 연구를 진행해온 SW엔지니어들은
범국가적 코딩교육 웹기반 시스템인 Code.org를
개발하였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4,0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Jeon,

2017).
Figure 2. The number of people trained

4.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코딩교육
교육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핀란드의 경우
KOODI 2016의 SW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전면적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란 수식이나 작업을 컴퓨

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SW교육과정의 목표와 방

터에 알맞도록 정리해서 순서를 정하고 컴퓨터

침을 제안하였다(Shin & Bae, 2015). 이에 따르면

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 코드(code)로 고쳐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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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총칭한 것으로, 명령 코드를 쓰는 작업
자체를

코딩(coding)5)이라고

정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

한다. 따라서 코드란

중 ‘컴퓨팅 사고력’이 정보교과뿐만 아니라 수학

기호의 체계로 볼 수 있으며 코딩이란 주어진

교과의 교수 학습 과정에서도 신장될 수 있음

명령어를 특정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

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코딩을 연계

용하여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Im(2017)은 프

한 수학교육에서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로그래밍을 코딩뿐 아니라 문제 해결, 개념화,

있다. Ko, An, & Park(2011)은 LOGO를 활용한 4

알고리즘 및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

차시의 프렉탈 기하이론 기반의 초등학생 대상

하는 개념으로 간주하여 프로그래밍 교육을 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문가 과정으로, 코딩교육을 공교육 및 비전공자

에 다루어지는 도형, 측정, 규칙성과 문제해결

교육과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

영역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

에서는 함수의 값을 구하거나 그래프를 산출하

였다. Yoo(2015)는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

는 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 중, C언어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5학년 및 6

코딩을 통한 프로그래밍을 수행하게 되므로 컴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10차시 분량의 수학중심

퓨터 프로그래밍과 코딩의 구별은 큰 의미가 없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창의적 체

어 보인다.

험활동 시간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프로그

ㆍ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란 사람이 컴퓨터에

램에 포함된 수학적 내용에는 쌓기 나무의 개수

수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

구하기, 약수 구하기, 소수 구하기 등이 있다.

하는 코드이다(Kim & Kim, 2013). 컴퓨터 프로

Kwon, et al.(2016)은 초등학교 수학과를 중심으

그래밍 언어에는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C, C+,

로 학교 교육에서 코딩 기반 소프트웨어 교육의

JAVA 등의 범용 언어와 코딩에 대한 교육을 목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

적으로 개발 된 Basic, Logo, Scratch 등의 교육용

고, 코딩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4~6학년군의 수학

언어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컴퓨터 프로그

과 학습요소를 추출하여 스크레치, 엔트리와 같

래밍 언어인 파이썬(Python)은 교육을 목적으로

은 교육용SW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되지는 않았으나 간결한 문법체계로 컴퓨터

Song(2017)은 수학교과의 삼각함수 내용과 코딩

프로그래밍 입문자가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을 연계하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있어 교육용으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포트리스 게임을 제작하는 6차시 프로그램을 개

수학교과와 연계한 코딩수업은 코딩에 대한

발하였고, 이를 통해 수학교과에서의 프로그래밍

교육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학습이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와 가치인식에 미

코딩교육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

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CT)은 수학적 내용이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해
결되는 알고리즘의 과정, 수학적 내용을 다방면
으로 적용하는 응용과정 등 수학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이며(Lee, 2015), 2015개정

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9441&cid=40942&categoryId=32837
2018, Vol. 28,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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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istribution of the samples of students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A반

17명

8명

25명

B반

20명

5명

25명

전체

37명

13명

50명

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도구들을 개발하는데
근 일 년여 과정이 소요되었다. 특히 중학교 학
생들을 대상으로 파이썬을 활용한 수학교과에서
의 코딩수업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업개발을 위하여 인터넷 자료를 포함한 정보
교육에서의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
구의 실험은 2017년 8월 21일부터 2017년 10월
2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에, 연구
자가 총 8주6)간의 수업을 직접 운영하며 진행되
었다. 또한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보조교사로
참여하는 예비교사들의 배경을 조사하고 파이썬
활용능력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 중 하나는 D대학교에 재학 중
인 25명의 예비수학교사들이 개발된 수업의 보
조교사로서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는 컴퓨터기반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업모형에 멘토의
역할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며, 교사교육의 일환으
로써 예비교사들이 실험기간 동안 현장의 학생
들을 지도하면서 관련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들은 임의로 A반 12명,
B반 13명의 두 개 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배정받
았으며 모두 동일한 수업의 운영을 도왔다. 보조
교사로 참여하여 멘토의 역할을 수행한 예비교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
도 용인시 소재의 D중학교 1학년 학생 중에서

사들은 한 사람당 2~3명의 중학생들을 담당하며
매주 학습자들의 학습과정에 도움을 주었다. 보
조교사들 중 무의미한 응답을 한 대상은 없었으
며 이들의 구성은 Table 2와 같다.

개발된 수업을 희망하는 59명을 대상으로 운영
되었으며, 교사교육 기관인 인근 D대학의 강의
실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들을 임의로 A반
30명, B반 29명의 두 개 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운영하였고 모두 동일한 수업을 적용하였다. 학
습자인 59명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 사전 또

Table 2. The distribution of the samples of
supplementary teachers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A반

7명

5명

12명

B반

6명

7명

13명

전체

13명

12명

25명

는 사후 설문만 응답한 학생들과 무의미한 단일
응답을 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최종 분석대상은 50명으로 분반과 성별에
따른 인원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선행연구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기효능
감 검사지를 수집하였고, 본 연구의 검사지로 활

6)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은 총 7차시의 프로그램이지만 사전-사후 검사지를 돌리는 시간과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고려하여 주1회 8주간 수업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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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위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또한 선행연

본 연구에서는 검사지를 Table 4와 같이 ‘언

구에서 제언한 코딩교육의 교수 학습모델을 참

어’, ‘효능감 요소’, ‘효능감 차원’의 3가지 하위

고하여 수업모형을 구성하였고, 수학교과 함수단

영역에 따른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고 5단

원의 내용을 파이썬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계 Likert 척도를 적용하였다7). 한편 보조교사들

코딩수업 지도안과 활동지를 구성하였다.

의 코딩수업에 대한 인식 정도는 다섯 가지 문

ㆍ

항으로 조사하였고, 간단한 조사이기에 문항별
가. 검사지

응답 퍼센트 분포에 따른 평균을 중심으로 결과
를 살펴보았으며 추가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

본 연구는 파이썬을 활용한 수학교과 함수단

행하였다.

원에서의 코딩수업이 학습자인 중학교 1학년 학
생들뿐만 아니라, 보조교사인 예비수학교사들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Table 4. The composition of the test items
하위영역

검증하고자 실험반에 대한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각각 실

언어
효능감 요소

시하였다. 한편 연구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3.0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사전-사후 자

효능감 차원

문항번호(*은 부정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10
10
30

Total

료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문항수

Kim(2014)에서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
기효능감 검사지를 본 연구에서 수정 및 보완한

나. 수업모형

것에 대한 내적 신뢰도(Cronbach α) 결과는

ㆍ

Table 3과 같다. 실험처치 전 후 및 전체 반응

본 연구는 Kim, et al.(2015)에서 CT 신장을 위

에 대한 신뢰도 검사결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

하여

개발한

수업모형

중

시연중심모델

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영역에 대하여 Cronbach α

(Demonstration Modeling Making: DMM 모델)을

계수가 0.72 이상이므로 검사도구의 신뢰도가 양

수정 및 보완하여 적용하였다. DMM 모델은 직

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접교수법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직접교
수법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대표적인 수업모형은
강의식 수업모형으로 오늘날 학교현장에서 가장

Table 3. The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
하위영역

Cronbach α
사전검사
사후검사

문항수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이다.
이는 한명의 교사가 다수의 학습자에게 다양한

언어

0.924

0.910

10

효능감 요소

0.877

0.905

10

효능감 차원

0.784

0.723

10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습 시간에 따라 학습

Total

0.937

0.938

30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융통성이 있다. 가르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에 경제적이고, 교사가

7) Kim(2014)에서는 면담자가 면담을 통해 검사지에 체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각 문항의 설명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바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수정하였다(부록1).
2018, Vol. 28,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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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면에서 지극히 교사 중심이라고 할 수 있

본 연구에서는 총 7차시의 교수 학습 지도안

으나, 수업의 융통성을 활용하면 학습자 중심의

을 구성하였으며 차시별 활동내용을 정리하면

수업 또한 가능하다.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파이썬을

직접교수법을 바탕으로 하는 DMM 모델은 컴

활용한

수학교과

함수단원에서의 코딩수업은

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 실습 중심의 명령

2009개정 교육과정을 따르는 중학교 1학년 학생

어 등을 지도할 때 유용하며 교사의 학습활동에

들의 자유학년제 수업시간에 적용되었다. 본 연

대한 시연과 학습자의 모방, 기능습득을 통한 제

구는 예비수학교사들이 보조교사로 수업에 참여

작의 3단계로 절차가 구성된다(Kim et al., 2015).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도안에는

이는 직접교수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

멘토링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기재하였다. 수업

자에게 능동적이고 개별화된 학습을 제공하는

에 활용한 교수 학습 지도안의 예시는 Figure 4

것과 학습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와 같다.

ㆍ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예비수학교사들을 멘토로 활용

Table 5. Activities for the mathematical program

하는 멘토링 학습을 접목시켰다. 예비수학교사들

based on coding instruction using Python

을 통한 멘토링은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와

차

참여도를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다(Kang, Lee, &

시

Choi-Koh, 2017). 한편 모둠별로 멘토링을 구성하

1

여 협동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조교사들이 학습자들의 도움
을 인지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

§
§
§
§
§

2

에서 적용한 구체적인 수업모형은 Figure 3과 같
으며,

활동내용

§

멘토링(Mentoring)이 포함되었기에 본 연

§
§

구에서는 이를 ‘DM³ 모델’이라고 정의하였다.
3

§
§
§
4
§

5

6

Figure 3. The model of instruction(DM³)

7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개념 이해
함수와 함숫값의 개념 이해
파이썬의 기초 학습
(실행, 저장, 기본 명령어)
파이썬의 모듈;
파이썬의 거북이 그래픽 모듈의 기초 학습
(기본 명령어)
파이썬의 거북이 그래픽 모듈의 기초 활용
(그림 그리기)
순서쌍과 좌표의 개념 이해
파이썬의 거북이 그래픽 모듈의 활용
(순서쌍 나타내기, 좌표 그리기)
파이썬의 거북이 그래픽 모듈을 통해 본
사분면의 특징
함수의 그래프의 개념 이해
파이썬의 거북이 그래픽 모듈의 활용
(함숫값 구하기,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파이썬의 거북이 그래픽 모듈을 통해 본
함수     ≠   그래프의 특징


§

함수     ≠   의 그래프의 이해


§
§

파이썬과 수학
파이썬의 거북이 그래픽 모듈의 심화 학습
(게임만들기)
컴퓨터 프로그래밍관련 진로와 직업 탐색
파이썬으로 하는 일
포스터발표 구상 및 발표자료 제작
포스터발표를 위한 발표자료 제작
포스터발표 시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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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차시가 끝날 때 마다 ‘평가지’, ‘수업일기’가
동반된다. ‘프롤로그’는 학습자들이 학습하기에
앞서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읽기 자료를 제공한
다. ‘개념’은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중
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함수단원의 개념과
활동을 위해 필요한 코딩관련 개념을 학습한다.
‘활동’은 함수의 수학적 개념과 컴퓨터 프로그래
밍을 연계한 코딩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다. ‘생각
해봅시다’는 모두 협동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차시별 산출물을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
다. ‘평가지’는 학습자들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평가지와 보조교사들이 작
성할 수 있는 관찰평가지로 구성되었으며, ‘수업
일기’는 학생들이 수업과 관련된 일기를 작성
Figure 4. An example of the lesson plans

후에 학부모와 함께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볼
수 있는 차시별 과제이다. 수업에 활용된 활동지

수업에서 활용된 활동지는 크게 ‘프롤로그’,

예시는 Figure 5와 같다8).

‘개념’, ‘활동’, ‘생각해보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Figure 5. An example of the work sheet
8) 활동지에 따른 학생들의 활동결과 예시는 부록2 참조.
2018, Vol. 28,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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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언어

t=8.476,

p=0.000; 효능감 요소 t=8.145, p=0.000; 효능감
차원 t=3.395, p=0.001).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한

1.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변화

파이썬을 활용한 수학교과 함수단원에서의 코딩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인 중학교 1학년 학생

수업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컴퓨터 프로그래

들 50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기효능감에 대한

밍 자기효능감을 함양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사전 및 사후검사의 전체 평균은 각각 2.76점,

하였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이해와 활용

3.68점으로 사후 평균이 사전 평균보다 0.92점 높

을 바탕으로 하는 언어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

았다. 하위영역의 경우 ‘언어’는 사전 2.63점, 사

과가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을 통해

후 3.76점으로 사후 평균이 사전 평균보다 1.13점

수행하는 함수적 과제의 절차들이 그리 어렵지

높았다. ‘효능감 요소’은 사전 2.66점, 사후 3.57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점으로 사후 평균이 사전 평균보다 0.91점 높았
다. ‘효능감 차원’은 사전 3.28점, 사후 3.57점으

Table 7. T-test results of students for each
sub-constructs of self-efficacy

로 사후 평균이 사전 평균보다 0.29점 높았다. 컴
퓨터 프로그래밍 자기효능감의 전체와 하위영역
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average & standard deviation of
students for each sub-constructs of self-efficacy
하위
영역
언어
효능감
요소
효능감
차원
Total

기준

N

평균

표준편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50
50
50
50
50
50
50
50

2.63
3.76
2.66
3.57
3.28
3.57
2.76
3.68

0.87
0.66
0.76
0.70
0.54
0.50
0.74
0.64

하위
영역

평
균

표준
편차

MD

SD

t

p

언어

-1.13

0.943

-1.398

-0.862

-8.476

0.000

-0.91

0.790

-1.135

-0.685

-8.145

0.000

-0.29

0.600

-0.458

-0.118

-3.395

0.001

-0.92

0.761

-1.133

-0.700

-8.514

0.000

효능감
요소
효능감
차원
Total

2. 보조교사들의 자기효능감 변화
본 연구에 보조교사로 참여한 예비수학교사
25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 및 사후검사의 전체 평균은 각각 2.71점,

사전 및 사후검사 자료의 대응표본 t-검정 결

3.64점으로 사후 평균이 사전 평균보다 0.93점

과에 의하면 Table 7과 같이 중학교 1학년 학생

높았다. 하위영역의 경우 ‘언어’는 사전 2.64점,

들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기효능감은 전체적으로

사후 3.72점으로 사후 평균이 사전 평균보다

유의수준9) 0.01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1.08점 높았다. ‘효능감 요소’은 사전 2.54점, 사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8.514, p=0.000), 각

후 3.56점으로 사후 평균이 사전 평균보다 1.02

하위영역에서 또한 유의수준 0.016에서 통계적으

점 높았다. ‘효능감 차원’은 사전 3.17점, 사후

9) Bonferroni correction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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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점으로 사후 평균이 사전 평균보다 0.38점

문성 함양을 위하여 예비교사교육이 긍정적인

높았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기효능감의 전체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위영역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정리하면 Table
8과 같다.

Table 9. T-test results of sup-teachers for each
sub-constructs of self-efficacy

Table 8. The average & standard deviation of
sup-teachers for each sub-constructs of
self-efficacy
하위
영역
언어
효능감
요소
효능감
차원
Total

기준

N

평균

표준편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25
25
25
25
25
25
25
25

2.64
3.72
2.54
3.56
3.17
3.56
2.71
3.64

0.67
0.55
0.61
0.71
0.48
0.42
0.54
0.48

하위
영역

평
균

표준
편차

MD

SD

t

p

언어

-1.08

0.781

-1.406

-0.762

-6.941

0.000

-1.02

0.770

-1.334

-0.698

-6.601

0.000

-0.38

0.551

-0.612

-0.156

-3.483

0.002

-0.93

0.630

-1.189

-0.668

-7.362

0.000

효능감
요소
효능감
차원
Total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에 보조교사로 참여
한 예비수학교사들의 코딩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처치 사전-사후조사를 진

보조교사들의 사전 및 사후검사 자료의 대응

행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적은 문항

표본 t-검정 결과에 의하면 Table 9와 같이 컴퓨

으로 인식의 수준을 간단히 조사하였기에 대응

터 프로그래밍 자기효능감은 전체적으로 유의수

표본 t-검정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문항별 응답

준10) 0.01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퍼센트 분포에 따른 평균을 중심으로 결과를 살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7.362, p=0.000), 각 하위

펴보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영역에서 또한 유의수준 0.01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언어 t=6.941, p=0.000;
효능감 요소 t=6.601,

p=0.000;

효능감 차원

t=3.483, p=0.002).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한 파이
썬을 활용한 수학교과 함수단원에서의 코딩수업
이 보조교사로 참여한 예비수학교사들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기효능감을 함양시키는데 긍정적
인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이해와 활용을 바탕으로 하는 언어적 측면과 경
험을 바탕으로 하는 효능감 요소 측면의 하위영
역을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코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전

10) Bonferroni correction을 적용하였다.
2018, Vol. 28, No. 4

Table 10. Sup-teachers’ perception
하위
영역

기준

N

평균

표준편차

코딩에 대한
이해도

사전

25

2.52

0.96

사후

25

3.69

0.68

코딩교육의
중요도

사전

25

3.44

0.65

사후

25

3.69

0.73

코딩교육
학습의향

사전

25

3.80

0.82

사후

25

4.08

0.64

수학교육에서
코딩교육
실행가능성

사전

25

3.08

0.99

사후

25

4.08

0.70

수학교육에서
코딩교육
실행중요도

사전

25

3.08

1.08

사후

25

4.20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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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코딩에 대한 이해

수학교사들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기효능감 변

도’는 사전 2.52점, 사후 3.96점으로 사후 평균이

화에 대한 분석이 각각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전 평균보다 1.17점 높았다. ‘코딩교육의 중요

개발한 수업은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

도’는 사전 3.44점, 사후 3.69점으로 사후 평균이

학교 1학년 수업시간을 통해 적용하였고, 컴퓨터

사전 평균보다 0.25점 높았다. ‘코딩교육의 학습

프로그래밍 자기효능감 검사지는 Kim(2014)에서

의향’은 사전 3.80점, 사후 4.08점으로 사후 평균

개발한 검사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사전 평균보다 0.28점 높았다. ‘수학교육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의 코딩교육 실행가능성’은 사전 3.08점, 사후

도출하였다.

4.08점으로 사후 평균이 사전 평균보다 1.00점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파이썬을 활용한 중

높았다.‘수학교육에서의 코딩교육 실행중요도’는

학교 1학년 함수단원에서의 코딩수업이 학습자

사전 3.08점, 사후 4.20점으로 사후 평균이 사전

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평균보다 1.12점 높았다. 보조교사로 코딩수업에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

참여하면서 코딩교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타났으며 ‘언어’, ‘효능감 요소’, ‘효능감 차원’의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인터

모든 하위영역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뷰 결과 수학교육에서의 코딩교육이 충분히 실

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와 적

행가능하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됨

용, 활용과 같은 언어적 능력이 크게 함양되었

으로써 학습의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을 통해 컴퓨

한 현장의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경험을 하였

터 프로그래밍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컴

기에 의미가 큰 것으로 보였다.

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가치와 실용성을 알게

ㆍ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능감 요소에 따른 컴

V. 결론 및 제언

퓨터 프로그래밍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파이썬을 활용한 중

1. 결론

학교 1학년 함수단원에서의 코딩수업이 보조교
사인 예비수학교사들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기

본 연구는 파이썬을 활용한 중학교 1학년 수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학교과 함수단원에서의 코딩수업을 개발하고 적

으며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언어’,

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

‘효능감 요소’, ‘효능감 차원’의 모든 하위영역에

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개발한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높은 수준의 컴

수업의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퓨터 프로그램밍을 다루고 싶다는 도전정신과

서는 시연중심모델(DMM 모델)에 멘토링 학습을

끈기를 바랑으로 하는 효능감 차원의 컴퓨터 프

접목시킨 DM³ 모델을 수업모형으로 적용하였으

로그래밍 자기효능감 또한 향상되었으나, 이보다

며, 이에 따라 예비수학교사들이 보조교사로 수

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언어적 능력과 실

업에 참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

용성 및 가치인식에 대한 것이 크게 함양되었다.

습자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보조교사인 예비

효능감 차원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기효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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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이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큰 효과가 없었던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것은 대부분의 예비수학교사들이 과거 컴퓨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제언

프로그래밍을 배운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을 밝히고자 한다.

볼 수 있다.

첫째, 수학교과가 갖는 특성에 따라 수학교육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파이썬을 활용한 중

에서의 연구들은 학생들의 인지적 특성 변화에

학교 1학년 함수단원에서의 코딩수업이 보조교

주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

사인 예비수학교사들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

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한 이해도, 코딩교육의 중요성, 코딩교육 학습의

인성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있다. 이런 변

향 등에 대한 인식에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화 속에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정의적 특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학교과에서의

성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과 인식의 변화를 조사

코딩교육 실행가능성과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

하였다. 본 연구를 확장하여 함수적 사고에서의

인식을 갖는데 효과가 있었다.

정의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 사이의 관계를 조사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정의적 측면인 컴퓨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파

둘째, 초등학교 수학교과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이썬을 활용한 중학교 1학년 수학교과에서의 코

있는 SW교육을 중등학교 수학교과로 확장하고

딩수업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중등

Kim et al.(2009)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

학교 수학교과와 연계한 코딩수업을 개발한 선

이썬이 고등학생 이상 수준에서 적합하다고 하

행연구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초등학교에서 다룰

였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수 있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

영어를 활용해야 한다는 어려움과 처음 접해보

는 중등학교 내용을 활용하여 수학교과 시간에

는 코딩에 대한 어려움이 있긴 하였으나, 중학교

적용 가능한 수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1학년 과정에서도 충분히 파이썬을 수학교과와

검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프로그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조교사의

래밍의 범용 언어인 파이썬을 활용하여 수업을

참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되

개발하였는데, 중등학교의 경우 진로선택을 통해

며, 교사들의 정보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기 때문에 범용 언어로 코

서도 본 연구에서와 같은 설계가 더욱 활성화될

딩을 학습하는 수업의 의미가 더 클 것이라 생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범용 언어를 활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학습하는 중등학교 수학교

2. 제언

ㆍ

과에서의 코딩수업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코딩)을 교

셋째, 본 연구는 시연중심모델(DMM 모델)과

육하는 SW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에

멘토링 학습을 접목한 DM³ 모델을 수업모형으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로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예비수학교사들이 보

특히 수학교과와 연계한 SW교육은 타 교과와의

조교사로서 수업운영에 도움을 주었으며 원활한

연계에 비하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업모

2018, Vol. 28,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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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적용이 없었더라면 7차시 안에 적용하고자

자기효능감의 변화와 코딩교육에 대한 인식의

한 내용을 모두 다루지 못하였을 것이라 예측한

정도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멘토링의 요소들에

다. 예비수학교사들을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

의 결과만으로는 예비수학교사들이 수학교과 코

하는 등 DM³ 모델의 장점을 본 연구를 통하여

딩수업에 대한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이를 실천하기에는

화를 어떠한 이유에서 겪었으며, 이러한 멘토링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수학교

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과와 연계한 코딩수업에 대한 다양한 수업모형

성을 제시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후속연구로써

을 개발하여 어떤 모델이 수업의 효율성과 효과

코딩수업에서 멘토링이 예비수학교사들에게 어

를 도모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활성화되

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고 그 방향성을

어야 한다.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넷째, SW교육에 대한 교사교육뿐만 아니라 예
비교사교육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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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활동 및 활동결과물 예시: 2차시
차시명

파이썬의 거북이 그래픽 모듈의 기초

학습

§

모듈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목표

§

파이썬의 거북이 그래픽 모듈의 기초를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개념1: 파이썬의 모듈이란 무엇일까요?

§

활동1: 파이썬의 기본 내장모듈 확인하기

§

개념2: 파이썬의 거북이 그래픽 모듈이란?

§

활동2: 파이썬의 거북이 그래픽 모듈 실행하기

§

활동3: 파이썬의 거북이 그래픽 모듈의 기초 명령어

§

활동4: 파이썬의 거북이 그래픽 모듈로 그림 그리기 기초

§

생각해보기: 파이썬의 거북이 그래픽 모듈로 그림작품 만들기

활동
내용

학생들은 함수의 개념을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함께 학습하기에 앞서, 제 2차시 활동을 통하여 fd,
back, down, up 등과 같은 기초적인 거북이 조작 명령어와 circle, color 등과 같이 도형을 그리고
색칠하기 위한 명령어를 학습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모둠별 그림 작품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
으며, 일부 명령어가 생략되어있으나 예시 그림과 같이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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