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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2016년도에 68개 SW교육 연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SW교육에 대한 인식을

학교급, SW교육 기간, 인터넷 사용 시간 등의 배경요인별로 차이를 살펴보고 학생들의 SW교육에 대한

인식과 배경요인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급이 낮을수록, SW교육 기간이 길수록, 가정에서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1시간～2시간

정도로 적당할수록 SW교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SW교육 기간과 인터넷

사용 시간이 학생들의 SW교육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장기간의 SW교육

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 가정에서 적당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부모를 계도하는 방안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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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the Difference of Student’s Thinking for 
SW Education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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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I analyzed on the differnce of thinking for SW education of SW education research

schools' students in 2016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 school level, period of SW education

and time of internet using. Also, I analyzed the corelation between student’s thinking for SW

education and background variables. As a result, I found the lower school level and the longer

period of SW education, the more positive thinking for SW education is. Also, I found that when

time of student's internet using are 1 hour or 2 hour, student's thinking for SW education is the

most positive. But I confirmed that the period of SW education and time of student’s internet using

didn’t give any influence to student’s think for SW education.

Based on result of analysis, I proposed necessities for research of method that method middle

school student feel interesting on SW education and method that student keep interesting on

long-term SW education.

Keywords : SW Education, Thinking for SW Education, Satisfaction for SW Education,

Effect of SW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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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육부에서는 2015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SW교육을 필수화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여 SW교육 연구학교를 운영

하고 있다. 그리고 1차로 2015년과 2016년에 초등

학교 45개교와 중학교 23개교, 총 68개교를 선정

하여 SW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SW교육 연구학교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과

태도를 평가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SW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2].

그 결과, SW교육 연구학교 학생들은 SW교육

을 받기 전보다 SW교육을 받은 후의 컴퓨팅 사

고력과 태도(중학생의 경우)가 더 높아졌고, SW

교육을 더 오래 받은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그러나 SW교육 연구학교에서 SW교육을 받은

후에 학생들의 SW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

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

들의 SW교육에 대한 인식은 향후 SW교육의 방

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반드

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16년도에 68개 SW교육

연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SW교육에

대한 인식을 학교급, SW교육 기간, 인터넷 사용

시간 등의 배경요인별로 차이를 살펴보고 학생들

의 SW교육에 대한 인식과 배경요인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배경요인과 학생의 SW교육에

대한 인식 간의 관련성 파악이 충분하지 않았으

므로 그 관련성이 파악된다면 향후 학생들의 SW

교육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선행연구 분석

2.1 SW교육 연구학교 운영 현황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된 SW교육 연구학

교는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23개교, 총 68개교

이며,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초 3 2 1 1 2 2 1 1

중 1 2 1 1 2 1 1 1

계 4 4 2 2 4 3 2 2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초 3 2 7 3 2 4 6 5

중 3 1 0 1 2 3 1 2

계 6 3 7 4 4 7 7 7

<표 1> 2016년 SW교육 연구학교 현황[4]

2.2 SW교육 연구학교 효과성 분석 결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된 SW교육 연구학

교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3].

첫째, 68개 SW교육 연구학교에서 SW교육을

받은 학생의 컴퓨팅 사고력 점수는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SW교육 연구학교에서 SW교육을 더 오

래 받은 학생의 컴퓨팅 사고력 향상도가 유의미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팅 사고력에서 1

년 간 SW교육을 받은 학생과 2년 간 SW교육을

받은 학생 모두 SW교육에 대한 태도 점수가 사

전검사보다 사후검사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컴퓨팅 사고력의 향상도(사전검사와 사

후검사의 차이)에 대해 1년 간 SW교육을 받은

학생과 2년 간 SW교육을 받은 학생을 비교한 결

과, 2년 간 SW교육을 받은 학생의 향상도가 유의

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SW교육 연구학교에서 SW교육을 받은

학생 중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SW교육에 대한

태도의 향상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컴퓨팅 사고력에서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SW교육에 대한 태도에서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은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가 높으나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W교육에 대한

태도의 향상도(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에 대

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비교한 결과, 중학생의

향상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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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배경

요인

학교급

SW교육 기간

인터넷 사용 시간

SW에

대한

생각

SW의 편리성

SW 관련 직업 희망정도

사회발전에 있어서 SW의 중요성

SW 교육의 중요성

SW 수업 시간

직업면에서 SW 지식의 필요성

SW

교육

만족도

SW 수업에 대한 기대

프로그래밍 학습활동 흥미도

프로그래밍 몰두 정도

SW수업의 흥미도

SW수업 토론 빈도

SW수업 자발적 문제해결 빈도

SW수업 중 선생님과의 대화 빈도

SW수업 중 발표 빈도

SW수업 중 협력 활동 빈도

SW수업의 난이도

SW수업 중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 만족도

SW수업 중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보드 편

리성

실습 시간의 적당함

SW

교육

효과

SW교육의 실생활 문제 해결

SW수업 후 프로그래밍에 대한 자신감

SW수업 후 문제 해결 순서를 정하는 빈도

SW 관련 동아리 참가 희망정도

SW 공부 의지

SW 수업 중 느낀 성취감 정도

SW수업 후 SW에 대한 관심 정도

SW교육 추천 희망정도

<표 3> SW교육 인식 조사지 구성[3]

3. 연구 설계

3.1 연구 내용

본 논문에서는 학교급 수준, SW교육 기간, 인

터넷 사용 시간 등의 배경요인에 따라 학생들의

SW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떤

요인들이 서로 상관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3.2 조사 시기 및 방법

학생들의 SW교육에 대한 인식조사는 교육부

요청 SW교육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SW교육 연구학교 운영 기간이 실제적으로 종료

되는 시점인 2016년 10월에 이루어졌다.

조사 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형태

로 수행되었으며,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는 학교

단위로 이루어졌다.

3.3 조사 대상

설문조사 대상은 2015년～2016년 교육부 요청

SW교육 연구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

며, SW교육 연구학교는 전체 68개교이고 설문조

사에 참여한 학생은 8.593명이다. 그중 초등학교

가 4,650명으로 54.1%이고 중학교가 3,943명으로

45.9%이며, SW교육을 1년 받은 학생이 5,350명으

로 62.3%이고 2년 받은 학생이 3,243명으로

37.7%이다.

구분 조사 대상(비율)

전체 8,593(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4,650(54.1%)

중학교 3,943(45.9%)

SW교육

기간별

1년 5,350(62.3%)

2년 3,243(37.7%)

<표 2> 컴퓨팅 사고력 평가 대상자

3.4 조사 도구

SW교육 인식 조사 도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서 2015년에 SW교육 연구학교 효과성 분석을

위해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조사 대상자의 배경요인, SW에 대한

생각, SW교육 만족도, SW교육 효과로 구성되어

있다.

3.5 분석 방법 및 도구

앞에서 제시한 연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급별 설문조사 결과를 전국단위로 통합한 후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분석 결과

학생의 배경요인에 따라 SW교육에 대한 인식

이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배경요인과 SW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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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

정과 F검정,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4.1 학교급별 인식 차이

4.1.1 SW에 대한 생각 차이

SW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균은 초등학교

(22.542점)가 중학교(20.133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t 검정결과, 유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

에서도 학교급의 수준과 SW에 대한 인식은 부적

인 약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상관관계는

유의도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사례수 평균 t
Pearson

상관계수

초등학교 4,650 22.542
19.006*** -.201**

중학교 3,943 20.133

<표 4> 학교급별 SW에 대한 생각의 차이 및 상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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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과 SW에 대한 생각 간의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학교급의 수준은 SW에 대한 생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유

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4.951 .195 　 127.687***

학교급 -2.409 .127 -.201 -19.006***

<표 5> 학교급과 SW에 대한 생각 간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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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차이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교급이 높을수록 SW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1.2 SW교육 만족도 차이

SW교육 만족도는 초등학교(46.829점)가 중학교

(40.027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t 검

정결과, 유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학교급의

수준과 SW교육 만족도는 부적인 약한 상관관계

가 있으며, 이러한 상관관계는 유의도 .01 수준에

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사례수 평균 t
Pearson

상관계수

초등학교 4,650 46.829
26.052*** -.271**

중학교 3,943 40.027

<표 6> 학교급 간 SW교육 만족도 차이 및 상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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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과 SW교육 만족도 간의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학교급의 수준은 SW교육 만족도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유의

도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53.630 .402 　 133.252***

학교급 -6.801 .261 -.271 -26.052***

<표 7> 학교급과 SW교육 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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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차이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교급이 높을수록 SW교육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1.3 SW교육 효과 차이

SW교육 효과는 초등학교(29.223점)가 중학교

(24.537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t 검

정결과, 유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학교급의

수준과 SW교육 만족도는 부적인 약한 상관관계

가 있으며, 이러한 상관관계는 유의도 .01 수준에

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사례수 평균 t
Pearson

상관계수

초등학교 4,650 29.223
25.234*** -.263**

중학교 3,943 24.537

<표 8> 학교급 간 SW교육 효과 차이 및 상관 분석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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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과 SW교육 효과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학교급의 수준은 SW교육 효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유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33.909 .286 　 118.448***

학교급 -4.686 .186 -.263 -25.234***

<표 9> 학교급과 SW교육 효과 간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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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차이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교급이 높을수록 SW교육

효과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2 SW교육 기간별 인식 차이

4.2.1 SW에 대한 생각 차이

SW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균은 SW교육을 2년

받은 학생(21.457점)이 1년 받은 학생(21.424점)보

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t 검정결과,

유의도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SW교육 기간

과 SW에 대한 인식 간에는 유의도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SW교육

기간
사례수 평균 t

Pearson

상관계수

1년 5,350 21.424
-.246 .003

2년 3,243 21.457

<표 10> SW교육 기간별 SW에 대한 인식의
차이 및 상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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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교육 기간과 SW에 대한 생각 간의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SW교육 기간은 SW에 대한

생각에 유의도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1.391 .194 　 110.136***

학교급 .033 .133 .003 .246

<표 11> 학교급과 SW에 대한 생각 간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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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차이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SW교육 기간은 SW에 대

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4.2.2 SW교육 만족도 차이

SW교육 만족도는 SW교육을 2년 받은 학생

(43.817점)이 1년 받은 학생(43.642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t 검정결과, 유의도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SW교육 기간과 SW교

육 만족도 간에는 유의도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SW교육

기간
사례수 평균 t

Pearson

상관계수

1년 5,350 43.642
-.629 .007

2년 3,243 43.817

<표 12> SW교육 기간별 SW교육 만족도의 차이
및 상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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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교육 기간과 SW교육 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SW교육 기간은 SW교육 만족도

에 유의도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

타나지 않았다.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43.466 .407 　 106.780***

SW교육
기간

.175 .279 .007 .629

<표 13> 학교급과 SW교육 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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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차이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SW교육 기간은 SW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2.3 SW교육 효과 차이

SW교육 효과는 SW교육을 2년 받은 학생

(27.175점)이 1년 받은 학생(27.011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t 검정결과, 유의도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SW교육 기간과 SW교

육 효과 간에는 유의도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SW교육

기간
사례수 평균 t

Pearson

상관계수

1년 5,350 27.011
-.827 .009

2년 3,243 27.175

<표 14> SW교육기간별SW교육효과의차이및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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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교육 기간과 SW교육 효과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SW교육 기간은 SW교육 효과에 유

의도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6.847 .289 　 92.935***

SW교육
기간

.164 .198 .009 .827

<표 15> 학교급과 SW교육 효과 간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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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차이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SW교육 기간은 SW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인터넷 사용 시간별 인식 차이

4.3.1 SW에 대한 생각 차이

SW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균은 가정에서 인터

넷을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0분～1시간(22.164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시간～2시간(22.019점), 30분미만

(21.412점) 2시간 이상(21.333점), 사용안함(20.390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F 검정결

과, 유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인터넷 사용 시

간과 SW에 대한 인식 간에는 유의도 .001 수준에

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W교육

기간
사례수 평균 F

Pearson

상관계수

사용안함 900 20.390

19.615**
* .041***

30분미만 1,996 21.412

30분～

1시간
2,077 22.164

1시간～

2시간
1,965 22.019

2시간

이상
1,570 21.333

<표 16> 인터넷 사용시간별 SW에 대한 인식의
차이 및 상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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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용 시간과 SW에 대한 생각 간의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 사용 시간은 SW에

대한 생각에 유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1.215 .121 　 174.953***

인터넷

사용

시간

.185 .049 .041 3.807***

<표 17> 인터넷 사용시간과 SW에 대한 생각
간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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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차이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터넷 사용 시간은 SW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경변인에 따른 학생의 SW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43

4.3.2 SW교육 만족도 차이

SW교육 만족도 평균은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

용하는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30분～1시간(45.415점)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으로 1시간～2시간(44.708점), 30분미만(43.923점)

2시간 이상(42.749점), 사용안함(41.586점)의 순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F 검정결과, 유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인터넷 사용 시간과 SW에

대한 인식 간에는 유의도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SW교육

기간
사례수 평균 F

Pearson

상관계수

사용안함 900 41.586

22.192**
* .015

30분미만 1,996 43.923

30분～

1시간
2,077 45.415

1시간～

2시간
1,965 44.708

2시간

이상
1,570 42.749

<표 18> 인터넷 사용시간별 SW교육 만족도의
차이 및 상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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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용 시간과 SW교육 만족도 간의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 사용 시간과 SW교육

만족도는 유의도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인과관계

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43.696 .259 　 168.868***

SW교육
기간 .144 .104 .015 1.386

<표 19> 인터넷 사용시간과 SW교육 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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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차이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터넷 사용 시간에 따라

SW교육 만족도는 다르지만 인터넷 사용 시간은

SW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3.3 SW교육 효과 차이

SW교육 효과 평균은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

하는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30분～1시간(27.989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

로 1시간～2시간(27.724점), 30분미만(27.281점) 2

시간 이상(26.304점), 사용안함(25.74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F 검정결과, 유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관

분석 결과에서는 인터넷 사용 시간과 SW에 대한

인식 간에는 유의도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SW교육

기간
사례수 평균 F

Pearson

상관계수

사용안함 900 25.743

16.720**
* .007

30분미만 1996 27.281

30분～

1시간
2077 27.989

1시간～

2시간
1965 27.724

2시간

이상
1570 26.304

<표 20> 인터넷 사용시간별 SW교육 효과의
차이 및 상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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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용 시간과 SW교육 효과 간의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 사용 시간은 SW교육

효과에 유의도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7.109 .186 　 145.822***

SW교육
기간 .049 .074 .007 .652

<표 21> 인터넷 사용시간과 SW교육 효과 간의
회귀분석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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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차이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터넷 사용 시간에 따라

SW교육 효과는 다르지만 인터넷 사용 시간은

SW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4.4 논의

학생의 배경요인에 따라 SW교육에 대한 인식

이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종

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이 낮을수록 SW교육에 대한 인식

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W에 대한 생

각 차이, SW교육 만족도, SW교육 효과 인식에

대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비교한 결과, 세 가

지 변인 모두 초등학교가 중학교보다 평균이 높

게 나타났고 세 가지 변인은 모두 학교급과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세 가지 변인은 모

두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SW교육을 받은 기간에 따라 학생들의

SW교육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SW교

육에 대한 인식은 SW교육을 받은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W에 대한 생각 차

이, SW교육 만족도, SW교육 효과 인식을 SW교

육을 받은 기간별로 비교한 결과, 세 가지 변인

모두 SW교육을 2년 받은 학생이 1년 받은 학생

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세 가지 변인

은 모두 SW교육을 받은 기간과 유의미한 상관관

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세 가지 변인은 모두

SW교육을 받은 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받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

SW교육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SW

에 대한 생각은 인터넷 사용 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SW교육 만족도와 SW교육 효과 인식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W에 대한

생각 차이, SW교육 만족도, SW교육 효과 인식을

인터넷 사용 시간별로 비교한 결과, 세 가지 변인

모두 30분～1시간, 1간～2시간, 30분미만 2시간

이상, 사용안함의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SW에 대한 생각은 인터넷 사용 시간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나타냈지만

SW교육 만족도와 SW교육 효과 인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학교급이 낮

을수록, SW교육 기간이 길수록, 가정에서의 인터

넷 사용 시간이 1시간～2시간 정도로 적당할수록

SW교육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SW교육 기간과 인터넷 사용 시간이

학생들의 SW교육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2016년도에 68개 SW교육 연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SW교육에 대한

인식을 학교급, SW교육 기간, 인터넷 사용 시간

등의 배경요인별로 차이를 살펴보고 학생들의

SW교육에 대한 인식과 배경요인 간에 어떤 관련

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급이 낮을수록, SW교육 기간이

길수록, 가정에서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1시간～2

시간 정도로 적당할수록 SW교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SW교육 기

간과 인터넷 사용 시간이 학생들의 SW교육에 대

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비추어 SW교육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SW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중학교

보다 초등학교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SW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SW교

육을 오래 받는다고 해서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

지 않는다. 따라서 SW교육dl 오래 지속되어도

SW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가정에서 인터넷을 1시간～2시간 정도 적

정하게 사용하는 학생들이 SW교육에 대한 인식

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에서

적당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부모를 계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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