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ssion Ⅹ-C : 교육콘텐츠 257

Ⅰ. 서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 과목이 필수로 지정되

면서 2018년부터 중학교에서 정보 수업이 진행되고 있

다. 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큰 변화중 하나는 컴퓨팅 사고

력이 핵심역량으로 간주된 점이다. 

  컴퓨팅 사고력은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및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생활과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해법을 구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1]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컴퓨팅 사고력을 

9 가지 요소[2]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본 논문은 

자료 표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자료 표현은 ‘문제의 자료 내용을 그래프, 차트, 단어, 

이미지 등으로 표현’하는 것[2]인데, 스택, 큐, 그래프 등

과 같은 자료구조 이외에도 대학교 컴퓨터과학 영역에서

도 자료를 표현하는 다양한 그래프, 자료를 분류하는 방

법 중에 하나인 의사결정표, 데이터를 설계할 때 사용하

는 개체관계도(entity-relationship diagram) 등 자료 표현 

방법은 다양하며 문제해결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J시의 한 대학교 컴퓨터과학을 전공하

는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다이어그램을 작성

하는 능력과 학생들의 사고패턴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사고패턴 중에서 구체적인 

사고력을 가진 집단과 추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집단 사

이에서 어떤 문제해결력 차이를 갖는지 분석하고 성별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수방법을 개발하여 적

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Ⅱ.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

1.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사람의 사고력을 크게 추상적 사고력과 

구체적 사고력 관점으로 보는 행동개념화 이론(action 

identification theory)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이론에

서는 추상적 사고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25개를 

제시하였다[3][4]. 

  본 논문에서는 행동개념화 이론에서 제시하는 척도를 

활용하여 100명(컴퓨터공학과, 컴퓨터교육과) 학생(남: 

71, 여: 29)을 대상으로 추상적 사고력 값을 구한 후, 서

술형 문제를 제시하였을 때,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함수를 만드는데 있어서 입력과 출력을 잘 추출하

는지, 의사결정표로 분류기준을 잘 설정하는지, 개체관계

도를 배우지 않은 학생이라도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설명

만으로 잘 그리는지 문제해결 점수를 구하였다. 

  이후 문제해결력과 추상적 사고값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 보았다. 또한, 성별 차

이는 없는지 분석을 실시하여 교육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 결과

  본 논문에서는 우선 학생들의 추상적 사고력 값을 구

하였다. 평균값은 14.1이었고 성별 차이는 존재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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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2018년부터 중학교에서 정보 교과가 필수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핵심역량으로 정보문화소양, 컴

퓨팅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력이 제시되었고, 특히 컴퓨팅 사고력이 주목받고 있다. ISTE와 미국 컴퓨터과학교사협회(CSTA)에

서 정의한 컴퓨팅 사고력의 하위 9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9가지 영역 중에서 자료 표현 요소에 초점을 두고 학습자

들의 자료 표현력 신장을 위해 필요한 개인적 특성으로 사고 패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향후 교육적 방법으로 적용이 가

능하도록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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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학생들에게 3 문제(함수의 입/출력 추출, 의사

결정표 작성, 개체관계도 작성)를 제시하여 이 문제들 간

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1에서와 같이 

입력추출과 출력추출 간에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계수

=.662, p<0.001)가 존재하였고, 분류기준을 찾는 의사결

정표 작성과 입력 추출문제 간 긍정적인 양의 상관관계

가 존재하였다. 즉, 함수의 입출력 값을 잘 추출하는 학

생이 의사결정표도 잘 작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한, 의사결정표 작성의 경우에는 추상적 사고값과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는데, 구체적인 사고를 잘 하는 학

생들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표 1. 문제 간 상관관계 분석

 의사결정표 입력추출 출력추출 개체관계도

입력추출
.228(*) 1 .662(**) .015

.022  .000 .880

출력추출
.127 .662(**) 1 .045

.208 .000  .658

개체관계도
.124 .015 .045 1

.220 .880 .658  

추상적
사고값

-.249(*) -.070 -.011 .158

.012 .488 .914 .117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다음은 3 가지 문제를 모두 합하여 문제해결력에 대해

서 성별 및 추상적 사고수준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성별 등분산이 가정되

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문제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잘 해결하고 있음(t=-2.17, p=0.33)을 알게 되었다.

표 2. 성별 문제해결력 차이 분석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남자 71 6.68 1.71 .20

여자 29 7.45 1.35 .25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17 98 .033 .36 -1.48 -.065

  다음은 추상적 사고값의 평균인 14.1을 중심으로 1 ~ 

14점은 하위레벨 (구체적 사고 중심), 15 ~ 25점은 상위

레벨 (추상적 사고 중심)로 나누어 집단 간에 문제해결력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3. 추상적 사고레벨 간 문제해결력 차이 분석

추상적 
사고레벨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하위레벨 48 7.27 1.37 .20

상위레벨 52 6.56 1.81 .25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21 98 .030 .71 .32 .07 1.35

  그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하위레벨의 학생 집단이 상

위레벨의 학생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음(t=2.21, p=0.30)을 알게 되었다. 즉, 성

별 추상적 사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

았지만, 여학생과 추상적 사고레벨이 낮은 집단이 문제

를 더 잘 해결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의 하위 요소 중에서 자

료 표현에 초점을 두고 자료 표현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학생들의 추상적 사고력을 분

석하여 보았다. 또한, 자료 표현 방법 중에서 컴퓨터공학

과와 컴퓨터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안에 있

는 의사결정표 작성과 개체관계도 작성 문제를 제시하고 

어떤 성향을 가진 학습자가 좀 더 문제를 잘 해결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학생과 구체적인 사고를 하는 학

생들이 문제를 잘 해결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의미는 학생들에게 구체적 사고를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교수학습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고를 선호하는 여학생 집단 보다 남학생 집단

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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