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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확산으로 온라인 교수‧학습 및 평가 도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도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정의적, 인지적 변인 간의 구조적 영향력과 인과 관계에 대
한 규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온라인 저지’를 활용하는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도구의 활용 횟수, 자기효능감,

몰입, 컴퓨팅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으로 구성된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 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도구의 활용 횟수 → 자기효능감 → 몰입 → 논리적 사고력 → 컴퓨팅 사고력’에 이
르는 인과 관계를 규명하였고, 도구의 활용 횟수가 학습 동기를 거쳐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상에 ‘자기효

능감 → 몰입’의 이중 매개 효과, 또는 ‘몰입’의 단독 매개 효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몰입 → 자기효능감’의 이중

매개 변인으로는 도구의 활용 횟수가 사고력으로 발현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동일한 경로 상에 ‘논리적
사고력 → 컴퓨팅 사고력’의 경로는 규명되었으나, ‘컴퓨팅 사고력 → 논리적 사고력’의 경로는 규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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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terest in online teaching‧learning and evaluation tools has increased in the context of Covid-19. In
order to use tool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structural influence and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learner's affective and cognitive variables. In this study, to identify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and thinking while using online judge, research and competing model were established and model fit/path analysis
were performe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linear causal relationship from tool usage, self-efficacy, flow, logi-
cal thinking, to computational thinking. It was confirmed that ‘self-efficacy → flow’, or ‘flow’ had mediating effect
on the path from tool usage to thinking, and tool usage was not exerted to thinking through ‘flow → self-effi-
cacy’. The causality of ‘logical thinking → computational thinking’ was identified on the path where tool usage af-
fects thinking ability through learning motivation, but the causality of ‘computational thinking → logical thinking’
was not identified.

Keywords : Online judge, Programming, Self-efficacy, Flow, Computational thinking, Logical thinking

논문투고 : 2020-08-05
논문심사 : 2020-08-18
심사완료 : 2020-08-22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Vol. 24, No. 4, 
August 2020, pp. 379-390

http://dx.doi.org/10.14352/jkaie.2020.24.4.379
© 2020 KAIE



380   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24권 제4호

1. 서론

최근 코로나 19 상황으로 촉발된 비대면 수업의 확산

은 교과 교육에서 온라인 교수‧학습 및 평가 도구의 적

극적인 활용을 요구한다. 이러한 도구의 활용은 ‘비대면’

자체 보다는 비대면 수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

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비대면 수업에 따른 교육 격차의 해소를 위해 실

시간 온라인 원격 수업이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교사나

학생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의 활용은 필수적이

다.

교육용 도구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에 걸

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원격 교육과 ICT 활용

교육에 대한 누적된 연구 결과는 오늘날 동종 분야에서

교육용 도구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프로

그래밍 교육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 도구의 활용이 학

습자의 학습 동기와 사고력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력과

인과 관계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프로그

래밍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도구의 활용이 학

습 동기를 거쳐 최종적인 사고력에 이르는 경로가 규명

된다면 비대면 수업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상황에서 효

과적인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온라인 교수‧학습 및

평가 도구의 활용이 자기효능감을 거쳐 몰입에 이르고,

다시 논리적 사고력을 거쳐 최종적으로 컴퓨팅 사고력

에 이르는 경로가 존재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해

당 도구의 효과성과 영향력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지만,

도구의 활용 횟수에서 출발하여 컴퓨팅 사고력에 이르

는 경로, 즉 인과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인지적 사고력에

이르는 교육용 도구의 활용과 동기적 매개 변인의 영향

력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향후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위한 연구 모형의 설정에서 변인

간 관계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인 감염병에 대응하

여 전면적인 비대면 교육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프

로그래밍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수‧학습 및 평가 도구

의 정의적, 인지적인 영역에 대한 구조적 영향력과 효과

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온라인 저지

프로그래밍을 위한 온라인 방식의 교수‧학습 및 평가

도구에는 최근에 학교 현장에서 많이 활용 중인 (Fig.

1)의 ‘온라인 저지’가 있다. 온라인 저지는 문제를 제시

하고, 사용자의 소스 코드를 입력 받아 컴파일하고, 채

점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 프로그램이 정확한 값을

출력하는지, 그리고 문제에서 설정한 CPU의 제한 시간

과 메모리의 제한 용량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즉각적이

고 교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온라인 자동 평가 시스

템이다. 온라인 저지는 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

할 수 있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과학’

과목에서도 그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Fig. 1) submitting learner’s source to online judge

이러한 평가 도구로서의 유용성 외에도 온라인 저지

는 장원영, 김성식(2014)[3], 김성식, 오소희, 정상수

(2018)[4], 심재권, 채정민(2018)[5]의 연구에서 보고한

것처럼 프로그래밍 성취도, 흥미나 만족, 몰입 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효과적인 프로그래밍 교수‧학습

도구로서 유용하다고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현장에는 현직 교사가 직접 운영

하는 온라인 저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Table 1>의 codeup.kr, koistudy.net. judgeon.net,

codingfun.net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codingfun.net을 적용하였다. codingfun.net은 C, C++,

Python 등의 텍스트형 언어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블록

형 언어를 지원하므로 초등학교 단계의 프로그래밍 교

육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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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URL Language

http://codeup.kr C, C++, Java, Python

http://koistudy.net C, C++, Java, Python

http://judgeon.net C, C++, Java, Pascal

http://codingfun.net C, C++, Python, Block

<Table 1> Korea's online judge operated by teachers

온라인 저지에서 평가는 문제별로 미리 준비한 채점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된다. (Fig. 2)는 온라인 저지에서

모든 채점 데이터 케이스에 대해 ‘올바른 답’을 판정한 경

우다. 모든 데이터 케이스에 대한 온라인 저지의 판정이

‘올바른 답’인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소스는 최종적으로

‘올바른 답’으로 판정하게 된다. (Fig. 3)은 2번째 데이터

케이스에서 ‘잘못된 답’으로 판정한 경우다. 이러한 경우

에 2번째 데이터 케이스의 정답과 사용자 프로그램의 출

력값이 어떻게 다른지 라인별 문자 단위의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Fig. 2) all of cases judged as ‘accepted’

(Fig. 3) case judged as ‘wrong answer’

2.2. 학습동기: 자기 효능감과 몰입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

해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들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

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자기 확신을 의미한다[6]. 특히,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적 수행 능력에 대해 보이는 기대

나 신념을 의미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지

식 습득과 수행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로서[1], 학습자

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

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되며[7], 학습동기와

학업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8][9][10],

노력의 유지, 장애 상황에서의 학업의 지속, 인지적 활

동의 조절, 정서 반응 등을 통하여 학업 성취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11].

몰입(Flow)은 어떤 활동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최적

의 심리 현상을 의미한다[12]. 몰입은 학습자가 학습과

정에 쏟는 집중, 흥미, 노력의 강도를 나타내고 학습자

의 동기와 학습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며,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예측하는 주요 지표이다[13]. 즉, 학습 과제

의 해결이나 어떤 학습 활동에 완전히 빠져들어 오로지

과제 해결을 위하여 모든 정신 과정과 활동을 한 가지

생각으로 모으는 최상의 집중 경험이다[14]. 이러한 몰

입은 학습 시간의 단축과 학습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

를 촉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15][16][17].

http://judge.hko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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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과 컴퓨팅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Logical Thinking, 줄여서 LT)은 사상

(event)들 간의 관계와 의미 등이 타당성이 확보되었는

지, 모순은 없는지 등을 추리하고 분석하는 능력이다.

논리적 사고의 하위요소는 Piaget 이론에 기반을 둔 표

준 논리 검사 요소인 계열화 논리, 비례 논리, 확률 논

리, 변인 통제 논리, 조합 논리, 명제 논리 등 총 6가지

가 있다[18].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줄여서 CT)

은 ‘컴퓨팅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으로[19], ISTE

& CSTA는 컴퓨팅 사고력의 구성 요소를 ‘①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화하기’, ‘② 자료

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조직하기’, ‘③ 모델링이나 시뮬

레이션 등의 추상화를 통해 자료를 표현하기’, ‘④ 알고

리즘적 사고를 통하여 해결 방법을 자동화하기’, ‘⑤ 효

율적인 해결 방법을 수행하고 검증하기’, ‘⑥문제 해결

과정을 다른 문서에 적용하고 일반화하기’로 분류하고

있다[20].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활용 횟수, 자기효능감, 몰입,

컴퓨팅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토

대로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을 설정하고, 측정 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 그리고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의 적

합도와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1. 연구 대상

일반고 2교에서 10차시의 프로그래밍 교육에 온라인

저지를 적용하였으며, 총 216명의 자료가 최종 연구 결

과에 반영되었다. 당초 대상 인원이 283명이었으나, 연

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거나 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67명은 제외하였다.

3.2. 연구 도구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한 온라인 평가 도구에는

<Table 1>에서 블록형 언어가 가능한 codingfun.net을

적용하였다. 독립 변인으로 설정한 도구의 활용 횟수는

참여 학생 216명이 10차시의 수업과 수행 평가 과정에

서 자신이 작성한 소스를 온라인 저지 시스템에 제출한

총 횟수로서 23,154회가 연구 결과에 반영되었다.

학습 동기와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 <Table 2>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계수가 .738～.966으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Research
Variables

Measure Scales
Reliability
in this study

Self-efficacy
Choi,Y.H.(2001)[21]

Sherer & Maddux(1982)[22]
Jeong,T.H.(1987)[23]

24 .959

Flow Jackson & Marsh(1996)[24] 36 .966

CT KERIS(2018)[25] 20 .817

LT Lee,J.T & Lee,S.B.(2004)[18] 18 .738

<Table 2> Research Variables Measurement tools

4. 연구 모형의 설정과 확인적 요인 분석

4.1. 연구 모형의 설정

연구 모형은 (Fig. 4)와 같이 교수‧학습 및 평가 도구

인 온라인 저지의 활용 횟수를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고,

자기효능감과 몰입을 매개 변인으로,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도구 활용

횟수는 자기효능감과 몰입에 각각 이르는 직접 경로를,

자기효능감과 몰입은 다시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적 사

고력에 각각 이르는 직접 경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

기효능감에서 몰입으로, 논리적 사고력에서 컴퓨팅 사고

력으로 가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자기효능감 → 몰입’의

경로를 설정한 이유는 이지혜(2009)[26], 김종운, 김효은

(2012)[27], 박경숙(2015)[28] 등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이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이며, ‘논리

적 사고력 → 컴퓨팅 사고력’의 경로를 설정한 이유는

ISTE & CSTA가 제시한 컴퓨팅 사고력의 구성 요소

내에 논리적 사고력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몰입의 매개 효과가 없다

고 보고하고 있으며[29][30],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적 사

고력 간의 명확한 인과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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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도구 활용 횟수, 학습 동기, 사

고력에 이르는 구조적 관계 외에 자기효능감과 몰입 간,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 간 인과 관계를 확인하

기 위해 (Fig. 5)와 같이 경쟁 모형을 설정하였다. 경쟁

모형은 자기효능감과 몰입 간,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 간 경로 방향이 연구 모형과 반대로 설정한 모

형이다.

(Fig. 4) Research Model

(Fig. 5) Competing Model

4.2. 자료의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위한 기초 단계로서 자료의 기

술 분석과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변인에 대한

기술 분석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모든 연구 변인에서 왜도는 절대값이 2 이하

이고, 첨도는 3 이하로 나타나 구조 방정식 모델링에 사

용할 연구 변인의 다변량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31].

Research
Variables

Descriptive statistics

M S.D. Skewness Kurtosis

Tool Usage 107.194 72.146 1.375 2.594

Self-efficacy 74.495 17.276 -0.171 -0.004

Flow 116.898 24.425 -0.075 -0.199

CT 11.023 4.266 -0.163 -0.874

LT 9.722 3.740 0.094 -0.911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for Research Variables

또한,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Research Variables 1 2 3 4 5

1. Tool Usage 1 .257** .231** .087　 .222**

2. Self-efficacy .257**　 1　 .830** .286** .251**

3. Flow .231** .830** 1　 .302** .312**

4. CT .087 .286** .302** 1　 .566**

5. LT .222** .251** .312** .566** 1　

<Table 4> Correlation of Research Variables

*p<.05, **p<.01, ***p<.001

자기효능감과 몰입 간,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

력 간 상관 계수가 각각 0.83(p<.01), 0.566(p<.01)로 나

타나 다중 공선성이 의심되나, 회귀 분석의 공선성 진단

결과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각각 3.221, 1.472로 10을 넘지 않아서 다중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32] 확인되었다. 통상적으로 상관계

가 .7보다 크고, 분산팽창지수가 10보다 크면 다중 공선

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33].

5. 측정 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

구조 방정식 모델링 분석을 위해 (Fig. 6)과 같이 측

정 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

시하여 측정 모형의 적합도와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모

수 추정 방법으로 최대 우도법을 적용하였으며, 측정 모

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절대 적합도 지수인 은 (129)=167.255, p=.013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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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계량이 유의하게 나타나 측정모형이 적합하지 않

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를 과도하게 추정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되므로[32][34], 본 연

구에서는 설명력과 간명성을 고려하여 RMSEA, CFI,

TLI의 적합도 지수를 함께 분석하였으며,

RMSEA=.037, CFI=.986, TLI=.983으로 기준값

(RMSEA<.08, CFI>.9, TLI>.9)이 충족하는 것으로 나

타나 측정 모형이 비교적 자료를 잘 반영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Fig. 6) Measurement Model

 df p RMSEA CFI TLI

Model fit 167.255 129 .013 .037 .986 .983

<Table 5> Measurement Model Fit Indices

측정 모형의 집중 타당도는 요인 적재치, 평균분산추

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개념 신뢰

도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32].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비표준화 계수의 C.R.이 모든 측정 변수에 대해서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분산 추정치가 음수(-)인

헤이우드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AVE

값 중에서 논리적 사고력은 기준값 .5보다 작은 .301로

나타났다. 그러나, AVE는 보수적이고 엄격하여 개념 신

뢰도(Construct reliability)를 통해 집중 타당도를 검정

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되며[35], 모든 연구 변인의 개

념 신뢰도가 기준값인 .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모형의

집중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Latent
Variables

Observed
Variables

C.R. AVE
Construct
Reliablility

Self-
efficacy

Ability expectation
to start activity 21.324***

0.855 0.959

Ability expectation
to continue activity 31.119

***

Ability expectation
to carry out activity 30.128

***

Ability expectation
to overcome

disgust experience
-

Flow

Before flow 21.371***

0.808 0.805
Entry of flow 19.728***

Experience of flow 15.988***

Result of flow -

CT

Analysis 9.311***

0.510 0.944
Modeling 10.13***

Implementation 8.331***

Generalization -

LT

Sequence 5.686***

0.301 0.702

Proportion 4.484***

Probability 5.655***

Variable Control 4.92***

Combination 4.879***

Proposition -

<Table 6> C.R., AVE, Construct Reliability of Measurement Mode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측정 모형의 판별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

해 <Table 7>의 3가지 분석 방법[34][36]을 수행하였다.

Test Method Criteria of Discriminant Validaty

(1) ≻ AVE > Correlation Coefficient

(2) ±× Not including 1 in the range

(3) Difference of 
between Unconstrained
and Constrained

Difference of  > 3.84
in case of df=1

<Table 7> Method for Testing Discriminant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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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의 (1) 방법에 의한 검정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에서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적 사

고력의 (추정 상관계수)2이 0.584로 논리적 사고력의

AVE 값 .301보다 크므로,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

력 간의 판별 타당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Variables Self-efficacy Flow CT LT

Self- efficacy 0.855 0.883 0.307 0.317

Flow 0.780 0.808 0.328 0.410

CT 0.094 0.108 0.510 0.764

LT 0.100 0.168 0.584 0.301

Diagonal(shaded): Average Variance Extracted
Diagonal upper triangle: expected correlations among latent variables
Diagonal lower triangle: square of expected correlations among latent variables

<Table 8> (1) ≻

그러나, <Table 7>의 (1) 방법이 가장 엄격하다고 논

의되므로[34], 판별 타당도가 의심되는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에 대해서 <Table 7>의 (2) 방법에 의한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컴

퓨팅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은 산출 범위 내에 1이 포

함되지 않아 판별 타당성이 확보된 것이 확인되었다.

Variables
Corrleation
Coefficient

Covariance
Range

× ×

CT
and LT

0.764 0.043 0.678 0.85

<Table 9> (2) ±×

Model  df  / df

Unconstrained
Model 167.255 129 -

Constrained Model
(Computational and
Logical Thinking)

247.743 130 80.488 / 1

<Table 10> (3) Difference of 

between Unconstrained and Constrained Model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의 판별 타당도에 대

해서 <Table 7>의 (3) 방법으로 재검정을 실시하였으

며,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비제약 모델과 제약 모

델의  차이 값이 80.488로서 df=1에 대해서 3.84 이상

이므로 역시 판별 타당성이 확보된 것이 확인되었다.

6. 연구 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 분석

6.1.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의 적합도 분석

전체 모형의 적합도는 <Table 11>과 같다. 두 모형

모두 절대 적합도 지수인 가 동일한데, 

(145)=199.339, p=.002로 통계량이 유의하게 나타나 구조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측정 모형의 적합도 검정에서 서술한 것처럼 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를 과도하

게 추정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적합도 지

수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되므로

[32][34], 본 연구에서는 설명력과 간명성을 고려하여

RMSEA, CFI, TLI의 적합도 지수를 함께 분석하였으

며, 두 모형이 RMSEA=.042, 연구 모형이 CFI=.980,

TLI=.977, 경쟁 모형이 CFI=.977, TLI=.980으로 기준값

(RMSEA<.08, CFI>.9, TLI>.9)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

타나 두 모형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Model  df p RMSEA CFI TLI

Research 199.339 145 .002 .042 .980 .977

Competing 199.339 145 .002 .042 .977 .980

<Table 11> Model fit

6.2. 연구 모형의 경로 분석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인 <Table 12>에서

C.R. 값이 유의한 경로는 ‘도구 활용 횟수 → 자기효능

감’, ‘자기효능감 → 몰입’, ‘몰입 → 논리적 사고력’, ‘논

리적 사고력 → 컴퓨팅 사고력’이며, 이는 두 변인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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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직접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변인 간의 매

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Table 13>에서 ‘도구 활용 횟수 → 컴퓨팅 사

고력’의 경로가 95% 신뢰 구간에서 .00056～.00238의 상

한 값과 하한 값을 보이므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 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

은 <Table 12>와 <Table 13>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 모형의 변인 간 유효 경로(실선)와 매개 효과(점

선)를 표시한 것이다.

Path
between variables

Estimate
S.E. C.R

B β

Tool
Usage

→ Self-
efficacy .266 .008 .002 3.923 ***

→ Flow .027 .003 .004 .729

Self-
efficacy

→ Flow .875 3.45 .210 16.458 ***

→ CT .235 .116 .077 1.511

→ LT -.204 -.063 .056 -1.115

Flow
→ CT -.196 -.025 .021 -1.185

→ LT .591 .046 .015 3.138 **

LT → CT .770 1.23 .196 6.290 ***

*p<.05, **p<.01, ***p<.001

<Table 12> Path Coefficient of Research Model

Path
between variables Estimate S.E.

95% CI

Lower Upper

Tool
Usage

→ Self-
efficacy - - .00000 .00000

→ Flow .026 * .007 .01338 .04175

→ LT .001 * .000 .00017 .00186

→ CT .001 * .000 .00056 .00238
*p<.05, **p<.01, ***p<.001

<Table 13> Mediating Effects of Research Model

(Fig. 7)에서 도구의 활용 횟수가 자기효능감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이 몰입에, 몰입이 논리

적 사고력에, 논리적 사고력이 컴퓨팅 사고력에 정(+)적

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

고, 도구 활용 횟수에서 컴퓨팅 사고력에 이르는 경로에

서 매개 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으므로 ‘도구 활용 횟

수 → 자기효능감 → 몰입 → 논리적 사고력 → 컴퓨팅

사고력’의 경로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Fig. 7) Direct(solid) and mediating(dashed) effects
in research model

6.3. 경쟁 모형의 경로 분석

경쟁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인 <Table 14>에서

C.R.값이 유효한 경로는 ‘도구 활용 횟수 → 몰입’, ‘몰입

→ 자기효능감’, ‘몰입 → 논리적 사고력’, ‘컴퓨팅 사고

력 → 논리적 사고력’이며, 이는 두 변인 간에 정(+)적인

직접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Path
between variables

Estimate
S.E. C.R

B β

Tool
Usage

→ Self-
efficacy .001 .039 .001 1.037

→ Flow .029 .26 .008 3.87 ***

Self-
efficacy

→ CT .039 .078 .086 .451

→ LT -.08 -.259 .048 -1.662

Flow

→ Self-
efficacy .221 .872 .014 16.343 ***

→ CT .032 .259 .022 1.479

→ LT .032 .407 .012 2.552 *

CT → LT .443 .71 .067 6.603 ***
*p<.05, **p<.01, ***p<.001

<Table 14> Path Coefficient of Competing Model

변인 간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able 15>에서 ‘도구 활용 횟수

→ 자기효능감’에 이르는 경로와 ‘도구 활용 횟수 →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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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사고력’에 이르는 경로가 95% 신뢰 구간에서 각각

.00284～.01081, .00017～.00186의 상한 값과 하한 값을

보이므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 효과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은 <Table 14>와

<Table 15>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쟁 모형의 변인

간 유효 경로(실선)와 매개 효과(점선)을 표시한 것이다.

Path
between variables Estimate S.E.

95% CI
Lower Upper

Tool
Usage

→ Flow .000 .000 .00000 .00000

→ Self-
efficacy .006 * .002 .00284 .01081

→ LT .001 * .000 .00017 .00186

CT → LT .000 .000 .00000 .00000
*p<.05, **p<.01, ***p<.001

<Table 15> Mediating Effects of Competing Model

(Fig. 8)에서 주목할 부분은 도구 활용 횟수가 몰입을

중심으로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와 논리적 사고력으

로 가는 경로가 분리되는 점이다. 이는 도구의 활용이

자기효능감과 논리적 사고력에 영향을 주는 기점에서

몰입이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효

능감이나 몰입으로부터 컴퓨팅 사고력으로 가는 유효한

경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컴퓨팅 사고력 → 논리적 사

고력’의 인과 관계는 도구의 활용 횟수와 동기적 매개변

인, 그리고 사고력과의 구조적 관계 내에서 인과성이 없

다고 분석할 수 있다.

(Fig. 8) Direct(solid) and Mediating(dashed) Effects
in Competing Model

7.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이상의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대표적인 교수‧학습 및

평가 도구인 온라인 저지의 활용이 자기효능감과 몰입

등의 학습 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다

시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에서 도구의 활용이 ‘몰

입 → 자기효능감’의 이중 매개 변인으로는 사고력으로

발현되지 않으며, ‘자기효능감 → 몰입’의 이중 매개 변

인을 거치거나, ‘몰입’의 단독 매개 변인을 거쳐서 사고

력으로 발현된다.

셋째,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에서 도구의 활용이 자

기효능감이나 몰입 등의 학습 동기를 거쳐 사고력에 영

향을 주는 경로 상에 ‘논리적 사고력 → 컴퓨팅 사고력’

의 인과적 관계는 규명되었으나, ‘컴퓨팅 사고력 → 논

리적 사고력’의 인과적 관계는 규명되지 않았다.

넷째, 연구 모형에서 규명된 각 변인 간의 구조적 인

과 관계를 토대로 프로그래밍 교육의 대표적인 교수‧학

습 및 평가 도구인 온라인 저지의 활용이 학생의 자기

효능감을 증대하고, 이를 통해 몰입을 유도하며, 이러한

학습 동기의 촉진이 논리적 사고력을 통해 컴퓨팅 사고

력으로 발현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8. 결론

본 연구는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한 대표적인 교수‧학

습 및 평가 도구로서 일선 학교에서 최근 많이 활용되

고 있는 온라인 저지의 활용이 학습 동기와 사고력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자기효능감에서 몰

입에 이르는 인과 관계와 논리적 사고력에서 컴퓨팅 사

고력에 이르는 인과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온라인 교수‧학습 및 평가

도구를 활용하는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사고력 등의 인

지적 영역에 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해당

도구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효능감을 기르고 몰

입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함의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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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은 도구의 활용 횟수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기 효능

감과 논리적 사고력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인으로서, 몰입이 온라인 교수‧학습 및 평가 도

구를 활용하는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에 직접적이며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매개 변인이라는 점을 함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규명한 자기효능감과 몰입의 인과 관계(자기

효능감→몰입)와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의 인

과 관계(논리적 사고력→컴퓨팅 사고력)는 향후 관련 변

인의 구조 방정식 모델링 분석 시 연구 모형의 설정에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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