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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교육이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김

민

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컴퓨터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종 훈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시각화 교육에 초점을 맞춘 구글 스프레드시트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
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53명과 초등학교 4·5
학년 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요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시
각화의 절차에 따라 구글 스프레드시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교
육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29명에게 총 6일동안 36시간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나서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Torrance의 TTCT(창의성 토렌스 검사) 검사지 도형 A형과 B형을 투입
하여 사전과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데이터 시각화 교육에 초점을
맞춘 구글 스프레드시트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5학년 학생들의 창의력 요
소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데이터, 창의성, 데이터 시각화, 구글 스프레드시트, 클라우드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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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창의성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필수 능
력이다. 창의적 인재 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창의
성을 발휘하는 인재 양성에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김용민, 김태훈, 김
종훈, 2017).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동안 교육과정의 문서상에서만 강
조되어 왔던 창의성 개념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21세기 미래교육의 주
요 요소로서 학교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창의성과 인성’이 설
정되면서 교육과정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고(박성희, 정혜영, 2015), 특히 정
보 분야에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실과 교과 내 SW교육이 17시간 이
상 필수적으로 운영되며, SW교육을 통하여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창의·융합
인재’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서영호,
김종훈, 2017).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교육에서 정보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며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방안을 탐색하는 일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최선의 기회임을 인식하고 정보 분야의 교육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김용민 등, 2017).
정보 분야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술을 중심으로 정보가 급격하게 증가하
면서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생산되는 ‘빅 데이터(Big
Data)'환경에 살게 되었다.(두경일, 2006) 정보와 자료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에 따라 기존 텍스트 중심의 정보는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많은 양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김경식, 2014).
효과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감각기관 중 시각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간은 다른 모든 감각의 합보다 시각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한다. 또한 시각적 사고는 언어적 사고와 달리 병렬적 정보
처리가 가능하므로 다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
라서 빅 데이터 시대에 유용한 도구인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하여 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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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긍정적인 학습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이희후, 2019).
기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과학 교육 현장은 학생 개개인이 교사의
지도에 따라 애니메이션이나 로봇을 활용하여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을 통해 알
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전영욱, 한병
래, 2018). 그러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이나 활용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학습자,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들에게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야 한다
는 것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이지선, 2015). 그래서 학생들이 프로그래
밍 언어에 대해 몰라도 되며, 주어진 자료를 쉽게 가공할 수 있는 구글 스프레
드시트를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대상의 교육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엑셀과의 차이점이 있
다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도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
능을 만들었다는 편리성, 인터넷만 있으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접속할 수 있
는 접근성, 여러 명의 학생들과 동시에 편집이 가능하며, 쉽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협동성이 있다.
특히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오피스 환경은 협동과 협
업을 조성하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주
어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창의성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심수
진, 한영춘, 2015)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검사도구로는 김병수(2014)의 연
구에서 개발한 계산적 인지력 검사 A, B형을 선정하였다. 또한, 창의성 신장
검사를 위한 검사도구로 TTCT(도형) A, B형을 선정하여 투입하였다(김병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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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데이터시각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
기 위해 수행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이루어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데이터시각화 교육과
스프레드시트 연구를 분석 및 보완하여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데이터시
각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쨰, 현직 교사 및 초등학생 4·5학년을 대상으로 한 사전 요구 분석을 통
하여 초등학생 4·5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여 데이터시각화 교육
프로그램 주제 및 활동을 구성한다.
셋 째,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생 4·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로 적용해 보고, 교육 전과 후의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그 교육적 효과를 검증
한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교수 체제 설계 과정의 일반적 형태를 나타내어 가장 널리 활용
되고 있는 Dick& Carey의 ADDIE 모형의 절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표
Ⅰ-1>과 같이 연구 및 개발하였다(이지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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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Dick&Carey 모형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설계 과정

단계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절차

· 요구 분석(초등교사 53명 대상 설문)
분석
(Analysis)

- 적절한 데이터 시각화 방법, 교수도구 등 10개 문항
· 학습자 분석(초등 4~5학년 103명 대상 설문)
- 데이터 시각화 경험, 교육 방법 등 10개 문항

설계
(Design)

개발
(Development)

실행
(Implementation)

평가
(Evaluation)

· 수행목표 명세화
-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교육 프로그
램 개발 및 적용

· 교수자료 개발
- 36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교재 개발

·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데이터시각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후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사전검사 후 교육
실시

· 사후검사 후 사전검사와 비교하여 교육적 성과 점검
- 창의력의 변화 정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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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컴퓨팅 사고력
교육부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은 컴퓨팅사고력을
가진 창의·융합 인재이다. 여기서 컴퓨팅 사고력이 의미하는 바는 컴퓨터 과학
의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말한다(교육부, 2015). 컴퓨팅 사고력은 모든 학문 영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적인 사고 능력이며, 실생활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지 능력이다(이영준, 이은경, 2008).
컴퓨팅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CT)은 2006년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의 Wing교수에 의해 소개되었다. Wing은 컴퓨팅사고력은 읽기, 쓰기, 말
하기와 더불어 필수로 익혀야 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만났을 때 컴퓨터 과학자처럼 사고하는 것’의 개념으로 소개하였다.
컴퓨팅 사고력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면 <표 Ⅱ-1>과 같다.
(Wing, 2006)

<표 Ⅱ-1> 컴퓨팅사고력의 구성요소와 정의
구성요소

정의

데이터 수집

문제의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자료 모으기

데이터 분석

수집된 자료와 문제에 주어진 자료를 분류하고 분
석하기

데이터 표현

문제의 내용을 그래프, 그림 등으로 표현하기

문제 분할

문제를 해결 가능한 수준의 작은 문제들로 나누기

추상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를 파악하고 단
순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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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 절차화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
행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표현하기

자동화

컴퓨팅 시스템이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내기

시뮬레이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의 실험
하기

2. 데이터 시각화
가. 데이터시각화의 정의
데이터 시각화란 장시간 누적된 혹은 수집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초 자
료로 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두
경일, 2016). 데이터 시각화의 핵심은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 시각화하여
그 데이터 속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 패턴, 구조, 변화 및 상
호 연관성 등을 발견하고 분석하여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커뮤니케이
션하기 위한 것이다(두경일, 2016)(위키피디아, 데이터시각화). 데이터 시
각화와 관련된 연구는 심리학, 공학, 시각예술, 교육 등 다양한 학문에 기반
을 두고 수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예술적이고 실험적인 결과물에까지 데이
터를 인간의 감각으로 수용 가능한 대상으로 바꾼다는 핵심적인 목표를 바
탕으로

다양한

학문에서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박지완,

김효영,

2011)(Keim, D., Mansmann, F., Schneidewind M., Ziegler, H,
2006). 아울러 차트, 지도, 동영상 등의 그래픽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다 쉽게 표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발달을 하고 있다. 아래 [그림 Ⅱ–1]는
다양한 데이터의 유형에 따른 시각화 표현 방법을 분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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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다양한 데이터의 유형에 따른 시각화 표현 방법
나. 데이터시각화의 절차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은 데이터 시각화 절차 단계 분류를 정보조직화,
정보시각화, 상호작용으로 분류하고 각 의미를 <표 Ⅱ-2>와 같이 설명한다.

<표 Ⅱ-2> 데이터 시각화 절차 단계
단계
정보
조직화

정보
시각화

상호작용

내용
◎ 혼돈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류·배열하고 조직화하여 질서 부여

◎ 사용자의 정보 지각에 관여
◎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을 위해 오감에 대하여 최적의 자극을 제시하
는 방법을 제시
◎ 정보와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 측면의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
◎ 정보의 인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지각적인 요인을 같이 활용
◎ 정보 시각화 단계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동시에 입력 기술의 특성 또한 함
께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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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조직화는 혼돈의 상태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분류하고 배열 하고 조직
화하여 질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의 분류는 데이터를 분류하여 속
성이 같은 것끼리 묶는 것을 말하며 정보 분류의 기준은 정보사용의 목적과
관점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기준들의 가중치가 동등해야 하고 분류의 결과
가 논리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정보의 시각화라는 것은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
하여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활용하여 데이터가 정보로서 의미를 만들도록 형
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 시각화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한정된 공간에 많은 데이터를 차별적으로 보여 준다. 더불어 직관적 추
론을 가능하게 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정보를 친근하고 흥미있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상호작용은 정보와 대화하는 방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의 대화(조작)
방식, 그리고 사용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보 전달환경으로 구현된다.
정보 소통 공간과 사람들의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를 촉진하여 확장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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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철규(2006)의 연구에 따르면 스프레드시트(Spread Sheet)의 스프레드는
확장한다는 의미이며, 시트는 종이 한 장의 의미이므로 직역하면 “확장한 종이
한 장”의 뜻으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란 각종 계산표나 도표 같은 것들을
간편하게 작성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Ⅱ–2] 데이터 과학 교육 도구

초등학생 4·5학년의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 적절한 도구를 찾기 위해 김진영
(2016)이 제시한 [그림 Ⅱ–2]를 찾아보았다. [그림 Ⅱ–2]에 의하면 초등학
생 및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편리한 사용 환경과 사용법이 간단하고 비교적 적
은 프로그래밍 경험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가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김용민, 김종훈, 2017). 스프레드시트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
셀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스프레드시트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시각화의 절차에 따라 사용자끼리 상호작용을 해야 하지만, 엑셀 프로
그램에서는 동시에 작업을 하지 못하며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
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끼리 쉽게 공유 및 공동 작
업이 가능하고 초등학생 및 초보자에게 손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
글 스프레드시트’를 적절한 문서도구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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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의성
창의성의 개념은 창의성을 연구하는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연구
하는 사람과 연구 분야에 따라 창의성의 정의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박정호, 김
철, 2011)(Resnick, M, 2006)
창의성을 인지적 측면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능력과 지
식을 창의적 활동의 기본 요소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설명하려는 관
점이다. 이러한 관점을 대표적인 학자는 Guilford와 Torrance 등이 있다(서
영호, 김종훈, 2018)
Guilford(1959)는 창의성이란 새로운 사고를 생산해 내는 능력이라고 설명
하면서 창의성을 인간의 지적 능력의 한 특성으로 간주하였다
Torrance(1978)는 창의적 사고를 결함, 부족한 요인, 방해 요인 등을 인지
함으로써 이에 관한 가설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 가설을 검증하고, 이를
수정 또는 재검증하여 최종적인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개발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TTCT(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에서는 유창성(fluency), 융통성(flexibility), 독창성
(originality), 그리고 정교성(elaboration) 등과 같은 인지적 요소를 창의성
의 중점적인 구성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창의성을 정의적 측면으로 보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Rogers와 Maslow가 있
다. Rogers(1962)는 창의성이란 하나의 새로운 결과를 야기하는 행동이 나타
나는 것이며, 그것은 그 개인의 특성과 그 개인을 둘러싼 사건, 사람, 자료, 자
신의 생활 속 어떤 상황 등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Maslow(1963)도 창의성이란 매우 넓은 의미로 사적인 수준의 창의성을 뜻
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 또는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런 능력이 지능과 조합해 지속적으로 연마되어 어는 순간에는 창조성 수준이
라고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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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연구 분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시각화에 관한 연구 중 몇 가지 사례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희후(2019)의 연구에서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인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한
STEAM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과학 기술에 대한 태도
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활용한 S
TEAM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해결책 탐색과 관련된 지식정보처리 역량에 긍정
적인 도움을 주었고, 워드 클라우드를 통한 STEAM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모양으로 시각화 이미지를 잘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자신감과 관련된 과학기술
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수(2017)의 연구에서는 초등 사회과 교육에 있어서 데이터 시각화 도구
로써의 지도활용수업이 학습태도 및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데이터 시각화 도구로써 지도활용수업은 전통적인 수업 방식이 적용된
통제집단에 비해 학습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다. 또한 데이터시각화
도구를 사용한 수업이 성취기준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학업성취도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지선(2015)의 연구에서는 컴퓨팅 사고력과 디자인 사고의 비교 분석하여
두 가지 사고의 공통점과 융합의 방향을 도출하고 디자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융합교육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초등학생 세 그룹에게 적용한 결과, 디자인
사고의 프로세스를 따라 프로젝트 개발을 한 경우 창의적 결과물이 더 많이 도
출되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시각화에 관한 연구 사례들을 정리해 본
결과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교육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
육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사고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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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내용
1. 요구분석
본 연구에서는 ADDIE모형의 절차에 따라 Rossett의 요구 분석 모형을 사용
하였다. Rossett 모형을 적용한 까닭은 기업 교육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 요구 분석 모형으로써 요구 분석의 실행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
기 때문에 실제 요구 분석의 실행자들에게 적용하기 쉬운 안내를 제공하기 때
문이다(Booth, C., 2011)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요구 분석
을 실시하였다.

● 소프트웨어 교육 경험
● 소프트웨어 교육 방법
● 데이터 시각화 교육 경험
● 데이터 시각화 교육의 필요성

요구분석은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컴퓨터교실(교육기부 프로그램)에 지원
한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도내 초등학교 4․5학년 103명의 학생들과 도내 초등
현직교사 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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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내용
도내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103명과 초등 현직교사 5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째,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정의 및 필요성에 대한
설문이고 둘 째, 데이터 시각화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도구에 대한 설문이다. 학생
설문지에 대한 내용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학생 요구분석 설문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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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하게 초등 현직 교사 5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내용 역시 크게 두 가지
로 나누었다. 첫 째는 데이터 시각화 교육에 대한 경험과 선호하는 교육 방법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 시각화의 필요성과 교육 도구이다.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
문지의 내용은 [그림 Ⅲ-2]와 같다.

[그림 Ⅲ-2] 현직 교사 요구분석 설문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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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을 보면 SW 교육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교사는 56.7%이지만
4․5학년 학생들은 24.3%로 소프트웨어교육을 경험한 학생이 매우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Ⅲ-1>

소프트웨어 교육 경험

있다

없다

교사

30(56.6%)

23(43.4%)

학생

25(24.3%)

78(75.7%)

<표 Ⅲ-2>를 보면 학생들은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손으로 직접 그리는 활
동을 통하여 그래프(차트)나 지도를 만들어 본 학생은 많았으며, <표 Ⅲ-3>에
의하면 학생과 교사 모두 데이터 시각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Ⅲ-4>의 결과를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도구로

스프레드시트가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2>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교육 경험

학생

직접그리기

스프레드시트

파이썬

PHP

95(92.2%)

8(7.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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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데이터 시각화의 필요성
(1 = 전혀 필요하지 않음, 5= 매우 필요함)
1

2

3

4

5

학생

0

0

14
(13.6%)

13
(12.6%)

76
(73.8%)

교사

0

0

7
(13.3%)

10
(18.8%)

36
(67.9%)

<표 Ⅲ-4> 효율적인 데이터 시각화 교육도구

학생

직접그리기

스프레드시트

파이썬

PHP

11(10.7%)

92(89.3%)

0

0

도내 초등학교 4·5학년 103명의 학생들과 도내 초등 현직교사 53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요구분석의 결과 교육방법은 가장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
고 시각화가 가능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선정하였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효율
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각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오피스 환경
으로 협동과 협업을 조성하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서 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킴
으로서 생산성 증대 및 창의성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심수진,
한영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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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교육 방향
본 연구에서는 ADDIE 모형에 따라 <표 Ⅲ-5>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표 Ⅲ-5> 데이터 시각화 구글 스프레드시트 교육 프로그램
단계
Analysis

내용
학습자 분석

(분석)

요구 분석
교수전략과 매체 선정

Design

- 데이터 시각화 주제

(설계)

- 교육도구 정하기(스프레드시트)
- 학습자 TTCT 창의성 검사지

Development
(개발)
Implementation
(실행)
Evalation
(평가)

교수·학습 과정안(36차시)
학생 활동지(36차시)
수업 실시
CT검사지
TTCT검사지

요구분석 결과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임
을 고려하여 교육 방향을 설정하였다. 먼저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언플러그
드 활동으로 아래 [그림 Ⅲ–1]의 데이터 시각화 단계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수
업교재를 설계하였다.
학생들의 학습내면화를 위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들로 추출
하였다.

[그림 Ⅲ–3] 데이터시각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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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표 Ⅲ-6>과 같다.

<표 Ⅲ-6> 데이터 시각화 구글 스프레드시트 교육 내용
차시

교육 주제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의 정의
1-11

-데이터 시각화의 절차
-구글 스프레드시트 안내 및 환경설정
사전 검사지 투입

차트 종류와 데이터 시각화
12-17

-차트 종류와 표현 방법 알기
-실생활 문제와 접목(방학 계획)

구글 설문지와 데이터 시각화
18-23

-구글 설문지를 통한 자료 수집 및 정리
-데이터 표현 및 해석

공공데이터와 데이터 시각화
24-29

-데이터 포털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 표현 및 해석

구글 지도와 데이터 시각화
30-36

-구글 지도를 통한 데이터 조직화
-데이터 표현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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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도구로는 수업 활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김병수(2014)의 연구에서 개
발한 계산적 인지력 검사(Computational Congnition Test) A, B형을 선정
하였다. 또한, 창의성 신장 검사를 위한 검사도구로 TTCT(도형) A, B형을 선
정하여 투입하였다.

5.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교육자료 개발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에서 진행한 2019년 겨울방학 교육 기부의 지원자 2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6일 동안 1일 6차시씩 36차시를 강의하였다. 4·5학년의 29명의 학
생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교육을 적용하였다.
교육 자료를 통하여 데이터 시각화의 개념을 익힌 후 각각의 문제해결을 통해 다양
한 데이터를 절차에 따라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데이터 시각화하였다. 다양한
실생활의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해야하는 문제에 따라 데이터 시각화를 다양하게 접근
하며 학습하였다. 데이터를 실제 체험을 통해 수집하고 정리하여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표현하기까지의 교육 자료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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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데이터 시각화 교육 교재(1)

[그림 Ⅲ–2]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비교해보는 활동을 정리한 교재의 일부이다. 학생들은 체육시간에
하고 싶은 학생을 비교하기 위해 직접 손을 들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낸다. 그 중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현한 것은 무엇일지 자
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또한 데이터 시각화 단계를 정리하
여 모든 활동에서 데이터 시각화 단계를 바탕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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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데이터 시각화 교육 교재(2)

[그림 Ⅲ–3]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집한 데이터를 가장 필
요에 맞게 나타낼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교재의 일부이다. 먼저 강수량 데이터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데이터의 특징을 찾게 하였다.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변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다양한 차트의 종류 중 ‘선 그래프 방식’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 가장 필요에 맞게 나타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또한 교
재에서는 다양한 데이터의 특성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특성에 맞게 데이터 시각
화 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 21 -

[그림 Ⅲ–6] 데이터 시각화 교육 교재(3)

이전까지는 교재의 구성에 따라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절차
에 따라 데이터를 시각화 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주어진 데이터에는 큰 데
이터를 활용할 수 없을뿐더러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는 데
이터 수집방법도 필요하다. [그림 Ⅲ–4]에서는 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구글 설문지’와 ‘공공 데이터 가져오기’를 주제로 구성한 교재의 일부이
다. 학생들은 직접 구글 설문지와 공공데이터를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을 익히고 활용하여 개인의 취향에 맞게 데이터를 수집하며 데이터 시각화 활동
을 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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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데이터 시각화 교육 교재(4)

[그림 Ⅲ–5]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데이터 시각화 방법 및 절차를 활용
하여 학생들의 입맛에 맞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표현 및 해석해보는 활동
을 중심으로 구성한 교재의 일부이다. 학생들은 데이터를 설문지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구글 지도’에 직접 표현해보며 데이터
시각화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한 번 더 느끼게 된다. 또한 데이터 시각화의 절
차 중 마지막 부분인 데이터 해석을 친구들의 시각화 작품을 통하여 하면서 부족
한 부분에 대해 점검 및 보충하는 시간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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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데이터 시각화 교육 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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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데이터 시각화 교육 과정안(2)

앞서 소개했던 데이터 시각화 교육을 하기 전에 일반적인 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입-전개-정리’의 구조를 사용하여 교사용 과정안을 구성하였으며 학
생들이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데이터 시각화의 필요
성을 직접 느끼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정안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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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지원자 표집에 의한 지원자 표본
(volunteer sample)으로 초등학교 4~5학년 중 29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의 학년과 성별은 <표 Ⅳ- 1>과 같다.

<표 Ⅳ-1> 교육기부 프로그램 지원자 학년과 성별

남

여

합계

4학년

7

5

12

5학년

10

7

17

합계

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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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교육 프로그램
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실제 36시간의 교육을 하기 전과 후에, 창의성
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창의성 검사도구로 TTCT(도형) A, B형을 선정하여
투입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그림 구성, 불완전 도형완성, 선 더하기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당 10분씩 총 30분동안 주어진 도형을 기초로 하여 그
림을 그리고 제목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이 검사를 통하여 유창성, 독창성, 제목
의 추상성, 정교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등을 측정할 수 있다.(남현주,
2006).

3. 창의성 정규성 검정
표본의 크기가 29명으로 ‘10≤n<30’에 포함되어 있어 실험 집단의 창의성 사전
검사가 정규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규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이
때 교육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정규성이 확보된 항목에서는 대응 표본
t검정을 정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비모수 검정 중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실시하였고 <표 Ⅳ-2>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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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창의성 정규성 검정 결과
설명 통계(N=29)
하위 요소

*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유창성

113

16.416

144

80

독창성

100

17.01

133

65

제목의 추상성

82

23.463

125

40

정교성

78

10.645

99

57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109

14.901

132

75

창의성 평균

96

9.555

113

73

창의성 지수

99

10.045

117

42

stat

p

.972

.621

.958

.290

.952

.208

.947

.157

.956

.263

.971

.599

.973

.636

p<.05
창의성 사전 검사에 대한 정규성 검정 결과 창의성 모든 영역인 유창성, 독창

성,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창의성 평균, 창의성 지
수에서 유의도가 유의 수준인 .05보다 크게 나타나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가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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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의성 사전 사후 검사
사전‧사후 검사 결과 창의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Ⅳ-3>과 같이 정
규성을 확보한 모든 창의성 항목에 대해 모수통계인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
였다.
<표 Ⅳ-3> 대응 표본 t검정 결과
사전 검사
하위 요소

인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통계값

유의 확률

-5.242

.000

유창성

29

113

16.415

131

14.599

독창성

29

100

17.009

124

13.725

-6.785

제목의 추상성

29

81

23.463

72

27.338

1.956

정교성

29

78

10.634

93

13.004

-6.867

29

109

14.901

120

9.726

-4.599

창의성 평균

29

96

9.554

108

9.142

-6.100

창의성 지수

29

99

10.044

111

9.863

-6.016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

사후 검사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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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61*

.000

.000

.000

.000

<표 Ⅳ-3>의 대응표본 t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집단 내 창의성 사전·사후
검사 결과 창의성의 하위 요소 중 ‘유창성’에서 평균 점수가 18점 상승 하였고
유창성에 대한 t 통계값은 –5.242이고 유의 확률은 .000, ‘독창성’에서는 평
균 점수가 24점 상승하였고 t 통계값은 –6.785이고 유의 확률은 .000, ‘정교
성’에서 평균 점수가 15점 상승하였으며 t 통계값은 -6.867이고 유의 확률은
.000,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에서 평균 점수가 11점 상승하였고 t 통계값
은 -4.599이고 유의확률은 .000, ‘창의성 평균’에서 평균 점수가 12점 상승하
였고 t 통계값은 -6.100이고 유의확률은 .000, ‘창의성 지수’에서 평균점수는
12점 상승하였고 t 통계값은 -6.016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나 각각
유의 수준 .01에서 사전 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 검사 점수에서 유의미한 상승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목의 추상성은 평균이 9점 감소하였으며
유의수준 .01에서 사전 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 검사 점수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시각화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원하
는 데이터를 수집 및 정리하고 표현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창의성 평균, 창의성 지수
가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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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분석
먼저, 프로그램 적용 전 실험 집단이 정규분포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창의성 사전 검사에 대해 실시한 Shapiro-Wilks 정규성 검정 결과, 창의성
하위 요소인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창의성 평
균’, ’창의성 지수‘가 모두 정규분포를 갖춘 표본임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총 36차시의 수업을 실시한 후 창의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규
성을 확보한 창의성 하위 요소에 대해 사전․사후 집단 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4․5학년 학생의
‘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창의성 평균’,
‘창의성 지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
가 나타난 까닭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데이터 시각화를 주제로 학생들을 교육했기 때문이다. 데이터 시각화
는 다른 여러 주제와 달리 학생들의 생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광범
위하다. 빅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자신이 필요한 데이터들은 거의 다
공공데이터로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이 얻고 싶은 데이터가 있다면 구글 설문지
를 통해서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
해 다양한 자료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경험들은 학생들의 유창성, 독창성 등
다양한 창의성 요소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 째,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교육도구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엑셀과 큰 차이점이 있다면 클라우드 오피스
환경으로 협동과 협업을 조성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는 주소를 공유한다면 만든 학생의 설정에 따라 다른 학생의 데이터 시각
화 결과를 볼 수 있고 심지어 수정 또한 가능하다. 서로 공유하고 수정 및 보
완하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같은 데이터라도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데이터
를 시각화하며 창의성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데이터 시각화에 초점을 맞춘
구글 스프레드시트 교육은 학생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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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자신이 자유롭게 시각화 하고 싶은 방향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면서 창
의성 요소 중 ‘유창성’과 ‘독창성’, ‘창의성 평균’, ‘창의성 지수’ 증진에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스프레드시트와는 달
리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클라우드 오피스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같은 주제
와 데이터를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사용하더라도 학생들 개개인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시각화 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데이터를 자신의 방식으로만 시각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
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통하여 창의성 요소 중 특히
‘정교성’과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요소 증진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 32 -

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시각화에 초점을 맞춘 구글 스프레드시트 교육이 초등학
교 4학년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현직 초등교사
53명과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ADDIE모형의 절차에 따라 구글 스프레드시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방학 기간 중 6일 동안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인 36차시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집중 교육을 실시하며 사전․사후 집단 내
창의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창의성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개
발한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창의성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4․5학년 학생들에게 데이터 시각화에 초점을 맞춘 구글 스프
레드시트 교육을 실시하고, 이 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방학 기간 중 6일 동안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인 36차
시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집중 교육을 실시하며 사전․
사후 집단 내 창의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창의성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창의성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각화하는 것이 아니
라 본인이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에 따른 데이터를 찾는 과정이 있
기 때문에 보다 집중해서 활동에 참여하였다. 더불어 자신이 필요한 데이터를
다양하게 시각화 시킬 수 있는 도구인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함으로서 비슷
한 데이터라도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며, 마지막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또한

- 33 -

클라우드 오피스의 장점으로 실시간 서로의 프로젝트를 조언 및 수정을 하며
위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그리기를 활용한 시각화만 했었
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교
육을 개발하여 적용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이
29명으로 상관연구에 필요한 30명 이상의 연구 대상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다수의 참여자를 대
상으로 분석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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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developed the google spreadsheet education
program which focuses on the education data visualization and
applied it to forth and fifth grade students, and then verified its
effect. The google spreadsheet program was developed by following
the procedures of education data visualiz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needs analysis of 53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103 forth,
fifth grade students. The developed program was applied to 29 forth
and fifth grade students for 36 classes in six days. Application of the
program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on creativity, 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Figures A and B were introduced and pre- and
post tests were carried out.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it was
found that the google spreadsheet education program which focuses
on the education data visualization is effective for improving the
creativity of the elementary school forth and fifth grad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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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제

1강 데이터 시각화 절차와 방법 알기

# 데이터란?
☆ 다음 표의 빈 칸을 채워봅시다.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나는 몇 학년 몇 반입니까?
나의 키는?
나의 몸무게는?
나의 혈액형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나의 장래희망은?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어엿한 데이터 하나를 만들어 냈습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항상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뜻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료(資料, data, 데이터, 문화어: 데타)는 수, 영상, 단어 등의 형태로 된 의미 단위이다.
보통 연구나 조사 등의 바탕이 되는 재료를 말하며, 자료를 의미있게 정리하면 정보가 된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B%A3%8C))

여러분들은 ‘정보화 시대’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현대 사회는 자료의 홍수라고 불릴 정도로 자
료가 정말 엄청나게 많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료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자료들을 어떻게 하면 ‘의미있게’,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요?
☆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 데이터 시각화란?
☆ 아래 표를 보고 <우리 반이 체육시간에 하고 싶은 운동>을 정리해봅시다.

<우리 반에서 체육시간에 하고 싶은 운동>
축구

명

피구

명

발야구

명

줄넘기

명

배드민턴

명

탁구

명

자 <우리 반에서 체육시간에 하고 싶은 운동>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4학년 1학기에 배웠던 막대그래프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15

10

5

학생 수
경기 종목

축구

피구

발야구

줄넘기

배드민턴

탁구

<우리 반에서 체육시간에 하고 싶은 운동>이라는 데이터를 2개의 방식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표, 다른 하나는 막대그래프로 말이죠.
☆ 두 표현방식은 모두 우리 반에서 체육시간에 하고 싶은 운동을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숫자로, 다른 하나는 막대로 표현했습니다.
★ 지금은 우리 반만 조사했지만 이것이 우리 학교 전교생 나아가 제주도민 전체,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조사를 한다면 두 표현방식 중 어떤 표현 방식이 한 눈에 알아보기 쉬울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 데이터 시각화란?
★ 데이터 시각화란 광범위하게 분산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나 차트 등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데이터를 시각화함으로써 우리는 다음의 3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자료로부터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서 빠른 상황 판단이 가능
2. 자료를 습득하는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정보의 빠른 확산을 가져옴
3. 자료를 기억하는 데에도 도움

# 데이터 시각화의 단계?
<데이터 조직화 단계>
1단계

- 데이터 필요성
- 데이터 수집
<데이터 시각화 단계>

2단계

- 데이터 정리
- 데이터 표현

3단계

<상호작용 단계>
- 데이터 해석

★ 그렇다면 드디어 우리의 데이터 시각화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2강 구글 스프레드시트 기초

# 구글 스프레드시트란?
☆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엑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온라인에서 할 수 있으며 구글에서
만든 “구글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엑셀과의 차이점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주변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공유 및 작업이 가능하며 2)따로 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구글 자체에서 실시간 저장이 된다는 점입니다.

# 구글 환경 설정
★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보아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와닿지
않겠죠? 직접 구글 환경 설정 및 간단한 조작을 통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알아봅시다.
1. 먼저 구글에 접속해봅시다.(주소: www.google.com)
2. 구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아래쪽에 있는 계정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서 계정을 만들어 봅시다.
☆ 계정을 만들었으면 이제 직접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접속하여 간단한 작업을 해 봅시다.

- 빨간색 동그라미로 된 것 클릭

- 새 문서 시작 > 파일 > 새문서 > 스프레드시트 클릭

☆ 위 그림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칸 하나를 “

” 이라고 합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가로를 나타내는 말을 “

”이라고 합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세로를 나타내는 말을 “

”이라고 합니다.

☆ 문제 1. C열 8행에 자신의 이름(데이터)을 작성해봅시다.

# 우리 반 자리를 같이 만들어 봅시다.(구글 공유 기능)

☆ 선생님이 공유 주소 하나를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3번열에 있는 친구들은 그 왼쪽 행 친구들의 이름을, 4번열에 있는 친구들은 오른쪽 행 친구들의
이름을 조사해서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우리 반 자리 배치도를 만들어봅시다.

# 자신의 학교, 나이, 이름을 정해진 셀 안에 적어봅시다.(공유)
서귀북초 11
김민범

☆ 선생님이 공유 주소 하나 더 카페 주소에 올리겠습니다.
셀 안에 자신의 학교, 나이, 이름을 적어봅시다.(Alt + L 기능은 한 줄 아래로 띄어쓰는 기능)

# 자신의 좋아하는 음식을 원하는 셀에 적어봅시다.(자동 저장 기능)

* 스프레드시트 제목을 좋아하는 음식으로 바꿔 봅시다.
* 아래 원하는 셀에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적어봅시다.
* 창을 종료해도 되고,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봐도 됩니다.

☆ 스프레드시트 기본 창으로 나가게 되면 좋아하는 음식 스프레드시트가 자동 저장되어 있습니다.
★ 지금까지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셀 안에 데이터를 입력해보고, 엑셀과 다른 구글 스프레드시트
기능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사람들과 함께 _______ 할 수 있다.
2)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__________ 할 수 있다.

제

3강 차트 종류와 데이터 시각화

#차트 만들기
☆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에 사용하는 차트의 종류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히스토그램, 막대 차트, 산점도 차트, 방사형 차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수집한 데이터를 가장 필요에 맞게 나타낼 수 있는 그
래프를 고르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집한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래
프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1단계: 데이터 조직화 – 데이터 필요성 및 수집
＃ 강수량 데이터
우리 생활은 날씨 변화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합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우산을 가지
고 간다든지, 스포츠 활동을 미룬다든지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과거의 날씨 데이터를 분석해보
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생각해봅시다.
년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강수량
15
20
8
50
24
16
619
291
28
42
30
43

위 자료는 경기도 안산시의 강수량을 나타내는 데이터에서 2017년 자료만 가져온 것입니다.

1. 산점도 방식

2. 원 그래프 방식

3. 선 그래프 방식

4. 막대 그래프 방식

Q1. 위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좋을까요?

# 그럼 차트로 만들어 보기

Q2. 두 수의 연관(관련있는)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차트로 표현해야 할까요?
Q3. 전체에서 일정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차트로 표현해야 할까요?
Q4. 각 부분을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트로 표현해야 할까요?

# 방학 계획표 세우기
1. 데이터의 필요성
☆ 방학 계획표를 작성해 본 적이 있나요? 방학을 시작하기 전에 방학 계획표를 세워 본 친구들
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이번 겨울 방학 계획표를 작성하고, 공부, 잠, 식사, 놀기 등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봅시다.

(출처: 서귀북초 겨울방학계획)

2. 데이터 수집하기
☆ 위의 겨울 방학 생활 계획표를 작성해 봅시다.

3. 데이터 정리하기
항목

분

잠(세면 포함)
식사 시간
공부 시간
노는시간(휴식 포함)

4. 데이터 표현하기
☆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적절한 차트로 표현해 봅시다.

5. 데이터 해석하기
☆ 방학 계획표 시간 배분에 따라 친구들과 자신의 방학 계획을 이야기 나눠봅시다.

# 코코네 반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는 방법입니다.

(출처: 초등아이스크림 사이트)
☆

데이터 정리하기(1개씩 있는 것은 기타로 표시)
방법

☆

학생 수

데이터 표현하기

☆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적절한 차트로 표현해 봅시다.

★

데이터 해석하기

친구들과 데이터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 방학 숙제하기
1. 데이터의 필요성
☆ 여러분들은 방학이 되어서 친구들과 게임하면서 놀고, 놀이터에 가서 놀고, 방방가서 놀고,
항상 놀고만 싶겠지만 우리에게는 큰 짐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방학 숙제”인데요. 방학
숙제를 먼저 하고 남은 방학 기간을 속 편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방학 숙제를 해 봅시다.

2. 데이터 수집하기
☆ 방학숙제 1. 방학 중 하루의 연속적인 기온을 재보고 알게 된 점을 적어봅시다.
☆ 방학숙제 1 데이터 수집하기
- 직접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하루의 연속적인 기온을 찾아 적어봅시다.

3. 데이터 정리하기
☆ 날짜별, 시간 대 별 기온을 표에 깔끔하게 정리하여 봅시다.

시간

기온

4. 데이터 표현하기
☆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적절한 차트로 표현해 봅시다.

5. 데이터 해석하기
☆ 차트를 보면서 알게 된 점을 적어봅시다.

2-1. 데이터 수집 및 정리
☆ 방학숙제 2. 방학 중 줄넘기 연습을 하고 연습한 결과를 적어봅시다.
월

화

수

목

금

* 데이터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할 때에는 한 줄로 쭉 입력해 주세요.

4-1. 데이터 표현하기
☆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적절한 차트로 표현해 봅시다.

5-1. 데이터 해석하기
☆ 차트를 보면서 알게 된 점을 적어봅시다.

# 방학 즐기기
1. 데이터의 필요성
☆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방학 숙제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방학을 제대로 즐기는 일이겠죠? 마침 올림픽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재미있게 시청하면서 방학을 즐겨 봅시다.

2~3. 데이터 수집 및 정리하기
☆ 즐기기 1. 밴쿠버 올림픽의 메달순위 8등까지의 메달 데이터를 수집하여 봅시다.
★ 이번에는 가로축과 세로축에 들어갈 것을 직접 작성해봅시다.
(가로: 메달, 세로: 1등~8등 국가 이름)

4. 데이터 표현하기
☆ 각 국가 별로 금, 은, 동메달의 개수와 합계가 전부 드러나는 차트를 골라서 표현해봅시다.

5. 데이터 해석하기
☆ 차트를 보면서 알게 된 점을 적어봅시다.

2~3. 데이터 수집 및 정리하기
☆ 즐기기 1. 집에서 TV만 시청하는 것도 힘들겠죠? 이번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축구팀이 매
우 잘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의 능력치를 직접 설정하고 그에 따른 차트를 만들어 보는
재미있는 활동을 해 봅시다.
☆ 즐기기 2. 나는 축구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UN에서 연설도 하고, 우리나
라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능력치, 또는 여자 아이돌 레드벨벳의 능력치를 직
접 설정하고 그에 따른 차트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봅시다.
- 축구 선수 능력치: 속도, 개인기, 드리블, 슈팅 파워, 슈팅 정확도, 헤딩
- 가수 능력치: 고음, 안정감, 체력, 춤실력, 외모
능력치
이름

4. 데이터 표현하기
☆ 각 분야 별 능력치가 잘 나타내도록 적절한 차트를 선택하여 표현해 봅시다.

5-1. 데이터 해석하기
☆ 차트를 보면서 알게 된 점을 적어봅시다.

# 방학 마무리하기
1. 데이터의 필요성
☆ 신나게 놀다보니 어느 덧 방학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래도 방학 때 무언가 남길만
한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 중 간접 경험으로 가장 좋은 건 바로 책이죠! 책을 읽으면서 방학을
잘 마무리 해 봅시다.

2~3. 데이터 수집 및 정리하기
☆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 중 조선왕조실록을 읽으면서 조선 왕들
이 엄청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엄청 오랫동안 살아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조선 왕들의 수
명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봅시다.
<조선 왕들의 수명 정리>
태조

세조

명종

숙종

철종

정종

예종

선조

경종

고종

태종

성종

광해군

영조

순종

세종

연산군

인조

정조

문종

중종

효종

순조

단종

인종

현종

헌종

<나이 대별 수명 정리>
15~29

30~43

43~57

57~71

4. 데이터 표현하기
☆ 각 나이 대별 수명이 잘 드러나도록 적절한 차트를 선택하여 표현해 봅시다.

5. 데이터 해석하기
☆ 차트를 보면서 알게 된 점을 적어봅시다.

71~85

1-1. 데이터의 필요성
☆ 방학이 거의 다 끝났는데요. 방학 전에 보았던 기말고사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
적 발표는 신기하게도 공부한 시간까지 체크가 돼서 나왔습니다. 공부 시간과 시험 성적간의 연
관 관계를 파악해 보면서 올해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2~3. 데이터 수집 및 정리하기
☆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부 시간과 시험 성적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적어 봅시다.
☆

★

○

●

◎

◇

공부 시간
시험 성적

4-1. 데이터 표현하기
☆ 두 수 간의 연관 관계가 잘 나타나게 데이터를 차트로 표현해 봅시다.

5-1. 데이터 해석하기
☆ 차트를 보면서 알게 된 점을 적어 봅시다.

＃ 우리 반의 혈액형과 좋아하는 과목을 가지고 차트 만들기(과제)
☆ 선생님이 카페에 첫 강의 시간에 조사했던 혈액형, 좋아하는 과목 등 다양한 자료를 올려놓겠
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그 자료를 가지고 적절하게 수정하여 멋있는 차트로 만들고 댓글로 달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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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구글 설문지와 데이터 시각화

#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 시각화를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맛에 꼭 맞는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조사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직접 필요한 데이터를 조사하고,
그 데이터를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1. 데이터의 필요성
☆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자신이 숨기고 싶은 정보도 공개되어 불편을 겪기도 하지요.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때에도 마찬
가지입니다. 데이터를 얻을 때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여 데이터를 비밀리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2~3. 데이터 수집 및 정리하기
★ 구글 설문지 만들기

①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 - ‘더보기’ - ‘Google 설문지’를 선택합니다.

② 1번: 제목, 2번: 설명, 3번: 질문 추가, 4번: 테마입니다.

③ 위는 구글이 제공하는 질문 형태입니다. 꼭 대답받길 원하는 질문이면 필수를 선택합니다.

④ 설문지 예시입니다. 따라 만들어봅시다.

⑤ 다 만들었으면 화살표가 가리키는 비행기 모양을 누르고 URL로 복사합니다.

⑥ 설문이 끝나면 ‘응답’ - ‘응답 다운로드(.csv)’를 눌러 설문결과를 수합합니다.
★ 2단계: 데이터 시각화 – 데이터 정리 및 표현
☆ 수집한 CSV파일을 살펴봅시다.
Q1. ‘우리 반의 남녀 비율’이란 데이터 시각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Q2. ‘우리 반의 좋아하는 과목’이란 데이터 시각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Q3. ‘우리 반의 키와 몸무게’란 데이터 시각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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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공공 데이터와 데이터 시각화

#공공데이터란?
★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만들어 내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나타내며,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며 생성한 다양한 데이터(글자, 수치, 사진, 동영상, 오디오)자료 또는 정보가 그
대상이 된다.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하여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필요성
학생 여러분들은 최종 발표에 대한 주제들이 다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 중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 국가통계포털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쉽게 수집하여 봅시다.

2. 데이터 수집하기
①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접속

②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 검색(ex. 제주)

③ 원하는 데이터를 클릭

④ 원하는 항목 – 멀티다운로드 – csv 클릭 – 다운로드

⑤ 구글 스프레드시트 – 파일 – 열기 – 업로드

⑥ 컴퓨터에서 파일 선택 – 다운 받은 파일 클릭

3. 데이터 정리하기
서귀포 지역의 인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정리해봅시다.

4. 데이터 표현하기
주제와 자료에 맞는 적절한 차트를 찾아 표현해 봅시다.

5. 데이터 해석하기
친구들과 데이터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2-1. 데이터 수집하기(국가통계포털)
① 공공데이터포털(www.kosis.kr)에 접속

② 100대 지표를 클릭하고 관심이 가는 자료를 선택

③ 원하는 데이터를 클릭 후 엑셀 다운로드 클릭

④ 엑셀 파일 열고 필요한 부분 ctrl + c (복사)

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crtl + v (붙여넣기)

3. 데이터 정리하기
원하는 부분의 자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리하여 봅시다.

4. 데이터 표현하기
주제와 자료에 맞는 적절한 차트를 찾아 표현해 봅시다.

5. 데이터 해석하기
친구들과 데이터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표현하고 해석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우리나
라의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에 맞는 근거들이나 다양한 생각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 원하는 질문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보고 카페에 올리기(과제)
★ 친구들의 설문에 5개 이상 해주기!
★ 어렵지 않게 간단한 설문 질문을 통하여 질문 만들기

제

6강 구글 지도와 데이터 시각화

# 구글 지도란?
★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입니다. 구글 지도는 위성 사진, 실시간 교통 상황, 도보, 자
전거, 자동차 등의 이동 및 교통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데이터의 필요성
☆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는데 장소와 관련된 데이터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을 것입
니다. 장소와 관련된 데이터를 표현하고 싶을 때 바로 구글 지도를 활용한다면 보다 데이터를 시
각화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데이터 수집하기
①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접속

②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 검색(제주시 전통시장)

③ .csv 파일 다운로드

3. 데이터 정리하기
원하는 부분의 자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리하여 봅시다.
④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파일 열기

⑤ 구글 지도 – 메뉴 – 내장소 – 지도 - 지도 만들기

⑥ 제목 없는 레이어 - 가져오기

⑦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방식으로 .csv 업로드

⑧ 필요한 부분에 체크 후 계속 클릭 – 시장명 클릭 후 완료

4. 데이터 표현하기
⑨ 입력된 주소에 따른 시각화 완료

⑩ 핀을 클릭하면 시장의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음

5. 데이터 해석하기
친구들과 데이터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 우리가 만들어 가는 수학여행
1. 데이터의 필요성
★ 여러분들은 6학년이 되면 수학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인터넷에서 다양한 관광지 또는 맛집 등
가고 싶은 곳을 찾아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수학여행 코스를 짜 볼 것입니다. 짝과 같이 인터넷
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수학여행 지도를 만들어 봅시다.

2. 데이터 수집하기
★ 인터넷에서 가고 싶은 곳을 찾아 적어봅시다.

3. 데이터 정리하기
★ 짝과 이야기를 나누며 수학여행 기간(2박 3일)동안 가고 싶은 곳을 정리해 봅시다.

관광지
맛집
기타
4. 데이터 표현하기
★ 우리가 배웠던 지도에 시각화 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수학여행 코스를 작성하여 봅시다.

5. 데이터 해석하기
친구들과 데이터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 우리가 아는 제주 맛집 지도(과제)
1. 데이터의 필요성
★ 여러분들은 맛집 전문가인 부모님과 함께 다양한 음식점들을 많이 다녀보았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서귀포에서 왔기 때문에 맛집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선생님에게 추천하는 제주 맛집을
소개시켜주세요.

2. 데이터 수집하기
★ 맛집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 부모님, 삼촌,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옆 집 아저씨, 아줌마
등등 설문지를 만들고 부탁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봅시다.

3. 데이터 정리하기
★ 원하는 부분의 자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리하여 봅시다.
(구글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맛집은 제거, 주소가 애매한 경우는 찾아보기)

4. 데이터 표현하기
★ 구글 지도에 원하는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봅시다.

5. 데이터 해석하기
친구들과 데이터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2018 구글 스프레드시트 개인별 프로젝트 최종과제 계획서
(

)초등학교

(

)학년

이름 (

1. 주제:

2. 최종과제 설명:

3. 데이터 조직화 단계(데이터

필요성 및 수집)

: 데이터 수집 방법

)

4. 데이터 시각화 단계(데이터

정리 및 표현)

5. 상호작용 단계(데이터

: 실행결과 및 알게 된 점

해석)

:

☆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데이터 시각화를 하고 싶은 주제를 찾고,
데이터 시각화를 해 봅시다.

[부록 2]
일시
주제
활동명
학습목표

2019. 1. 7.
데이터 시각화,
구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시각화 필요성 알기
구글 스프레드시트 기능 익히기

구글 스프레드시트반 학생

차시

1~6/36

소요시간

300분

1. 데이터 시각화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2.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기초 기능을 알 수 있다.

학습 요소

도입

대상

교수·학습 활동
학습내용 안내
동기유발 활동
기본학습 능력 및 흥미도 점검을 위한 사전검사 실시

차시

1~2

● 데이터란?
- 자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봄
데이터
데이터란 수, 영상, 단어 등의 형태로 된 의미 단위.

3

- 데이터를 의미있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개

● 데이터 시각화란?
- 우리 주위 경험을 통한 데이터 시각화의 개념 습득
데이터 시각화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나
차트 등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4

- 일상생활 소재를 데이터 시각화를 해본다.
(우리 반이 체육시간에 하고 싶은 운동을 글로 나타
내어보고, 도표로 나타내어 보고 비교한다.)
●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기본 기능 익히기
- 구글 스프레드시트 공유 기능 활용
- 구글 스프레드시트 자동저장 기능 활용
정리

● 학습한 내용 복습 및 정리
● 구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시각화 내용 예고

5

6

일시
주제

2019. 1. 8.
데이터 시각화,
구글 스프레드시트

대상

구글 스프레드시트반 학생

차시

7~12/36

소요시간

300분

데이터 시각화 절차 알기

활동명

다양한 차트 분석
다양한 예시에 따른 차트 선택

1. 데이터 시각화의 절차를 알 수 있다.
학습목표

2. 다양한 차트의 종류와 쓰임을 알 수 있다.

학습 요소

3. 자료에 특성에 맞는 차트를 만들 수 있다.
교수·학습 활동

도입

학습내용 안내
동기유발 활동
데이터의 필요성과 구글 스프레드시트 기본 개념 복습

차시

7

● 데이터 시각화의 절차?
1단계: 데이터 조직화- 데이터 필요성 및 수집
2단계: 데이터 시각화 - 데이터 정리 및 표현

8

3단계: 상호작용 - 데이터 해석

- 데이터를 보며 시각화 절차에 맞게 이야기하기
● 다양한 차트의 종류와 쓰임
- 자료의 특성에 맞는 차트 선택
다양한 차트의 종류와 쓰임

전개

1. 시간의 흐름: 선그래프 방식
2. 전체 중 비율: 원그래프 방식

9~10

3. 비교: 막대그래프

- 일상생활 소재를 바탕으로 적절한 차트를 선택한다.
강수량, 혈액형 비율, 좋아하는 과목 등등

● 자료의 특성에 맞는 차트 만들기
- 방학 계획세우기를 데이터 시각화 절차에 따라 차트 작성
- 하루의 연속적인 기온을 재보고 자료의 특성에 맞는 차트 작성

정리

● 학습한 내용 복습 및 정리
● 구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시각화 내용 예고

11

12

일시
주제
활동명
학습목표

2019. 1. 9.
데이터 시각화, 구글 설문지
구글 스프레드시트
다양한 예시에 따른 차트 선택
구글 설문지 데이터시각화

대상

구글 스프레드시트반 학생

차시

13~18/36

소요시간

300분

1. 다양한 예시에 따른 차트를 만들 수 있다.
2.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데이터 시각화 할 수 있다.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차시

도입

학습내용 안내
동기유발 활동
데이터 시각화 절차와 자료에 따른 차트 선택 내용 복습

13

● 자료의 특성에 맞는 차트 만들기
-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능력치 설정 및 차트 제작
- 우리나라의 가수들의 능력치 설정 및 차트 제작
- 공부 시간과 시험 성적관의 관계 알아보고 차트 제작

14

● 구글 설문지 기본 기능 익히기
- 구글 설문지 접속 및 설문지 제작 방법 익히기
- 구글 설문지에 있는 다양한 설문 기능 사용하기

15~16

전개

● 설문 다운로드 하기
- 응답된 설문을 .csv 파일로 설문 결과를 수합한다.
●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연동하여 차트 제작
- 응답된 설문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여 열고
자료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 시각화한다.

17

● 학습한 내용 복습 및 정리
정리

● 학습한 내용 전체 복습 및 공공데이터, 구글 지도
연동 계획 예고

18

일시
주제
활동명

2019. 1. 10.
데이터 시각화, 구글 지도
구글 스프레드시트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구글 지도와 스프레드시트

대상

구글 스프레드시트반 학생

차시

19~24/36

소요시간

300분

연동하기
학습목표
학습 요소

도입

1.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정리하여 데이터 시각화 할 수 있다.
2.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구글 지도와 연동할 수 있다.
교수·학습 활동

학습내용 안내
동기유발 활동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내용 복습
차트의 종류 복습
- 학습지활동을 통한 전시학습상기

차시

19

● 공공데이터 의미를 알고 수집하기
- 공공데이터의 의미 알고 활용하기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20

말한다. 업무를 수행하며 만들어낸 다양한 데이터이다.

- 공공데이터포털, 국가통계포털 등의 사이트에서 자신
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전개

●
-

공공데이터 자료를 정리하여 시각화하기
제주도 인구 현황을 데이터 시각화하기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을 데이터 시각화하기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각화하기

●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지도 연동하기
- 주소가 나온 자료를 공공데이터에서 받기
- 구글 지도와 스프레드시트를 연동하여 지도에 시각화
하기

정리

● 학습한 내용 복습 및 정리
● 학습한 내용 전체 복습 및 개인프로젝트 계획 예고

21~22

23

24

일시
주제
활동명
학습목표

2019. 1. 11.
데이터 시각화,
구글 스프레드시트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최종
보고서 만들기

구글 스프레드시트반 학생

차시

25~30/36

소요시간

300분

1.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최종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학습 요소
도입

대상

교수·학습 활동
학습내용 안내
동기유발 활동
전시학습 복습

차시
25

●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최종 발표자료 만들기
-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자료 만들기
- 발표 자료는 설문지, 공공데이터, 구글 지도등 배운 내용
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전개

● 최종 발표 자료의 데이터 시각화 절차 확인하기
1단계: 데이터 조직화- 데이터 필요성 및 수집

26~29

2단계: 데이터 시각화 - 데이터 정리 및 표현
3단계: 상호작용 - 데이터 해석

● 다른 친구의 최종 발표 내용 상호작용하기
-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기능을 활용하여 친구의 최종 발표
내용 피드백해주기

정리

● 창의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사후검사 실시
● 학습한 내용 전체 복습 및 개인프로젝트 계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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