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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로그래밍 교육은 쉽고 재밌게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의 보급으로 일반 학생들의 사고력 배양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래밍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

한 연구가 심화 발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이 어떻게 프로그래밍 학습을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습이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인지 이론을 토대로 프로그래밍 과정에서의 사고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인지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중요한 요인이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말과 행동을 중점적으로 관찰하여 학습자들의 프로그래밍 과정에서의 

인지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키워드: 프로그래밍(Programming), 방송(Broadcasting), 인지과정(Cognitive Process)

I. 서 론

다양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의 도입으로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익히는 인지 부담을 줄여서 보다 쉽게 프로그래밍을 

학습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학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의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다[1][2]. 

프로그래밍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 내용, 교수학습방

법, 교사의 역량,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 학습 기간, 학생의 학습 

능력 등 다양한 변인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4].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습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밑바탕

이 되어야 한다. 학습자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인지 구조에 따라 지식을 형성하는 능동적인 학습자이다[5]. 따라서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학습자의 인지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인지 과정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언어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프로그래밍 과정에서의 인지 과정에 대해 보다 

면밀히 규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래밍 학습을 설계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김수환 외(2010)는 프로그래밍 초보학습자들의 인지적 사고과정 

분석을 통해 프로그래밍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고발성법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이 프로그래밍 문제해결

과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하고 연구자가 개발한 코딩 조직으로 코드화

하여 분석하였다[6]. 
최정원 외(2014)는 프로그래밍 기초 교육에서 초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프로그래

밍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이 코드닷오알지 퍼즐의 문제해결 과정 동안 어려워 한 

부분을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7]. 

III.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EBS 방속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야 놀자’ 출연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프로그래밍 학습 안내에 따라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방송의 특성으로 학생들의 문제 해결과정이 언어로 보다 

분명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학습 과정을 분석하기에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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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육 내용

방송을 통한 교육 내용은 학생들이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게임,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스크래치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엔트리를 

적용한다. 

3.3 분석 방법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학습 과정에서 인지 처리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학생들이 제시된 문제를 이해하고 프로그램 코드로 어떻게 

표현할지 구상하는 단계의 장면을 보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을 분석한다. 

IV. 결 론

프로그래밍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학습을 주도적으로 하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어떻

게 개념을 받아들이는지 학생들의 인지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다른 

연구를 보다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연구 자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학생들의 사고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업후에 설문지

를 통해 분석하거나 학생들이 문제해결과정에서 말하는 내용을 중점적

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 설문을 통해 사고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한 수업 중에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와 관련된 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한

다. 학생들은 적극적인 표현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방송 

환경에서 학습하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대화와 행동을 중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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