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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W 교육의 목적은 Computational Thinking의 증진에 있다. 특히, 비전공자들의 경우 Computational

Thinking을 습득하여 자신의 전공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전공

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omputational Thinking 교육을 실시한 후, 혼합연구방법론을 통해

Computational Thinking 증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증하였다. 또한, Computational

Thinking 학습전이 초기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여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SW교육의 타당성

과 당위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Computational Thinking 증진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은 교육만족도, 학습전이 동기, self-CT 효능감으로 나타났다. Computational Thinking 학습전이 초기

과정이 실제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나타나는 Computational Thinking의 개념과 실행의 특징을 보이고 있

으므로, 문제해결에서 Computational Thinking을 적용하는 사고과정이 실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Computational Thinking 교육의 효과와 전이 과정

은 향후 모든 학생들에게 SW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타당성과 당위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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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mputational Think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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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of SW education is to improve computational thinking. Especially, non computer majors

need to apply computational thinking to their problem solving in their fields after computational

thinking class. In this paper, we verified what factors affect the improvement of computational

thinking through mixed research method after teaching computational thinking to non major

students. Also, we analysed the characteristics of initial learning transfer of computational thinking,

and establish the reason about he validity and justification for non major in SW education. The

result shows learning satisfaction, learning transfer motivation, and self-CT efficacy affect the

perception about improvement of computational thinking. Also, we found that there is application of

computational thinking was coming up with problem solving process because the initial learning

transfer process of computational thinking has characteristics about concepts and practices of it in

programming steps. The effectiveness and learning transfer process of computational thinking for

non majors will give the validity and justification to teach SW education for al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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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특징

가천대
비전공자 연 3700명 대상 SW교양강좌 운

영

고려대
모든 신입생 대상 필수 공통 교양과목에

CT 과목 추가

서강대 비전공자 대상 SW교육 의무화

성균관대
‘컴퓨팅사고와 SW코딩’, ‘문제해결과 알고리

즘’ 과목을 교양필수로 지정

세종대

현재 모든 비전공자(예체능 제외)를 대상으

로 운영중인 프로그래밍 교육(C언어 또는

파이썬 언어)을 전공별 특성에 맞게 ‘SW기

초’와 ‘프로그래밍 입문’으로 개편하여 운영

추진

아주대
모든 비전공자에게 SW기초교육 6학점 필

수화

부산대 교양필수 3학점 6시간 (연간 5000명 대상)

<표 1> 비전공자 대상 CT 교육 현황

1. 서론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 되면서 사회전반에 영향

을 주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특히, 일부 학계에서는 이런 급변하는 사회의 현

상을 ‘4차 산업혁명’[1] 이라고 명명하여 미래사회

인재상의 변화와 연결하고 있다. 미래사회 인재상

의 변화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2][3].

미래인재의 역량 중에서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

라에서는 컴퓨팅 또는 컴퓨터 과학 교육을 도입

하여 학생들의 Computational Thinking(이하 CT)

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3][4][5]. 우리

나라에서도 2018년부터 중학교는 필수교과로, 고

등학교는 일반선택과목으로 개정되어 학생들에게

CT를 길러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5].

CT를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수 사고

력이라는 주장은 두 가지 관점[6]으로 나타난다.

먼저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른 의사소통과 표현방

법으로 CT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미래사회의 대

부분의 문제해결이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야 하므

로 문제해결력의 측면에서 CT가 필요하다는 입

장이다[6]. 미래사회의 변화는 두가지 입장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며, 결국 CT를 모든 학생들에게 필

수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

다[7][8].

비전공자들에게 CT를 통한 문제해결과정을 경

험하게 하려면 컴퓨터 과학에서의 문제해결영역

보다는 자신의 전공에서 CT를 활용한 문제해결

의 과정이나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9].

또한,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래밍을 통해 습득한

CT가 실제 생활이나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

되는지에 대한 과정 규명이 필요하다. 즉, CT의

전이과정에 대한 분석과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전공자들의 경우 자신의 전공에서 실제 프로그

래밍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자신의

학문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T를 적

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전공자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CT 교육을 실시한 후, CT의 전이 과정을

살펴보고,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CT에 대한 교육

만족도, 학습전이 인식, self-CT 효능감이 CT의

증진에 어떤 영향을 주시는지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CT에 대한 성찰일지와 인터뷰, 관찰

등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혼합한 혼합연구방법

론을 적용하여 연구가설을 분석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전공자들이 CT를 학습하고

자신의 학문 영역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초기 학습전이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타학문에서

의 CT발현 과정을 규명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2. 이론적 배경

2.1 Computational Thinking 교육

CT 교육은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시도되

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SW 중점 대학을 지정

하여 모든 대학생들에게 전공에 상관없이 필수

교양강좌로 교육하는 추세이다[10].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CT 교육은 컴퓨터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의 내용과는 다르게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스크래치나 엔트리, 파이썬 등을

이용하여 교육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1][12].

<표 1>에서와 같이 여러 대학에서 CT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알 수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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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전용주와 김

태영(2016)은 성취동기와 목적의식이 학습기술의

적용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혔다[14]. 학습에서

배운 내용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산출물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전공분야에 적용하

여 융합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영향을 주

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오미자(2017)는 연구를

통해 비전공 학생들에게 스크래치로 프로그래밍

을 가르친 후,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는

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에 어려움을 느

끼고 필요없다는 응답을 했다고 보고한다[15]. 결

과분석을 통하여 흥미와 필요성을 높이면 사고력

향상과 성취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제언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비전공자들의 CT 교육

을 통해 CT 증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

CT 전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여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2 학습전이 인식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CT 교육의 목적은 학

생들에게 CT를 습득하게 하여 자신의 전공분야

에서 CT를 적용한 문제해결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컴퓨터 전공 학생들의 경

우 CT를 적용하여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적용하는 반면, 비전공자들

은 CT의 개념과 실천[8]을 학습하여 자신의 전공

영역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일어나는 것

이 학습전이다.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하는 행동

을 학습전이(learning transfer) 또는 훈련전이

(transfer of learning)라고 한다[16]. 학습전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초기단계에는 교육내용 관

련성, 전이동기, 전이부담감, 자기효능감, 상사의

지원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전이 초기이후 변화에는 전이동기, 상

사의 지원, 자기효능감, 전이부담감의 순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전이

초기단계에서 학습전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 현장이 직무현

장성을 담아야 하고, 동시에 전이동기를 강화하고

심리적 부담감인 전이부담감을 축소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T 학습 후 자신의 전

공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CT의 학습전이가 일어나도록, 비전공자들의 흥미

와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하였고, 만

족도, 전이동기, 자기효능감을 요인으로 하여 CT

증진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

한 학습전이 초기과정은 주로 1개월 이내의 측정

을 통해 분석하므로, 마지막 프로젝트는 최종수업

후 3주 후에 제출하고,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

여 학습전이 초기과정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현상학적 분석

질적연구 방법론 중에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

험의 공통적 의미를 기술한다[18]. 현상학의 기본

적인 목적은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들을 보편

적 본질에 대한 기술로 축소하는 것이다. 연구자

는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모든 개인들에게 나타나는 경험의 본질에 대한

복합적인 기술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은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경

험했는지로 구성된다[19].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CT 교육에 참여한 비전공자 학생들이 자신의 스

크래치 작품을 제작하면서 느끼는 생각, 체험 등

을 성찰일지 작성, 관찰 및 심층 면접을 통해 CT

발현과 관련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질적자료를 통해 발견된 개인적 경험을 분석하여

CT 전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

엇인지 주제 분석 방법을 통해 심층 면접 자료,

성찰일지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주제 분석 방

법은 학생들이 CT 전이 과정에서 겪는 경험에서

형성된 인식 및 현상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이런 개인적 경험은 앞으로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CT 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 위

해 어떤 요소들을 강조하고 촉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주제 분석 방법을 통해 찾아내고 의

미를 해석할 수 있다. 질적 분석을 통한 결과는

그와 관련된 여러 정책과 실행방안을 수립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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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 내용
참가

학생
비고 및 수집 데이터

준비

컴퓨터 비전공 인

문사회 계열 학생

모집

56명

인문사회계열 28명,

교육계열 28명

설문
스크래치 활용 CT

교육

-CT 개념

-CT 실행

-자율 프로젝트

제작

컴퓨터에 대한 인식

발전시키고 싶은 능력

self-CT효능감

만족도(재미, 흥미, 쉬움)

학습전이 동기(필요성, 유

용성)

관찰

및

인터뷰

성찰일지

관찰 및 인터뷰 자료

CT 전이 초기과정 분석

<표 2> 연구의 과정 및 수집데이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으므로[20], 이번 연구의 결과도 비전공자

들을 대상으로 한 CT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CT 교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

습전이에 대한 요소가 CT 증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실제 학습전이의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므로, 양

적, 질적 연구방법이 혼합된 형태인 혼합연구방법

론을 채택하였다[18].

<표 2>와 같이 먼저 학생들의 self-CT 효능감

과 만족도, CT 전이 동기에 대한 요인이 CT 증

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양적분석을 실시하였고,

t-검정,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성찰일지, 관찰 및 인터뷰를 통한 질적분

석 중 현상학적 방법을 통하여 실제 CT 전이 과

정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규명하였다.

학생들은 <표 3>과 같이 2016년도 2학기에 수

도권 소재 C대학교에서 스크래치로 멀티미디어

창작 교육을 통한 CT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 주

차별로 강좌시간은 3시간씩 진행하였다. 1학년이

33명, 2학년이 11명, 3학년은 5명, 4학년은 7명이

참여하였다.

CT 요소는 MIT 스크래치 교육팀의 Brennan과

Resnick(2012)이 다음과 같이 제시한 개념과 용어

[8]을 사용하였다.

Ÿ Computational Concepts : 절차, 반복, 병렬처

리, 이벤트, 조건, 연산, 데이터

Ÿ Computational Practices : 점진적인 시도와 개

발, 테스팅과 디버깅, 재사용과 재조합, 추상화

와 모듈화

Ÿ Computational Perspectives : 표현하기, 연결

하기, 질문하기

마지막 과제는 기존의 프로그래밍 과제들이 아

닌 개인별로 자신이 구상한 애니메이션, 게임, 시

뮬레이션 등을 개발하게 하였다.

강좌 활동 주제 CT 요소

1주
스크래치 소개

애니메이션

인터페이스 설명

절차, 반복/

표현하기

2주
조건에 따른 애니메이션

상호작용 애니메이션

절차, 반복, 분기/

재사용 & 재구성/

표현하기

3주
미로게임

바나나 게임

변수, 난수, 객체 통신/

테스팅 & 디버깅/

표현하기, 연결하기

4주
음악 프로그램

리스트 활용

데이터 입출력, 불린 로

직, 연산자/

추상화 & 모듈화/

연결하기, 질문하기

5주
수치계산 프로그램

슈팅게임/퀴즈 프로그램

불린 로직, 연산자, 객체

통신/

추상화 & 모듈화/

연결하기, 질문하기

6-7주 내 프로젝트 작품 만들기 모든 요소

<표 3> CT 교육 강좌 내용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컴퓨터 비전공자

로 1-4학년 학생들 56명이었다. 양적 분석을 위해

서는 사전, 사후로 컴퓨터에 대한 인식, 발전시키

고 싶은 능력[12], self-CT 효능감, 만족도, 학습

전이 동기, CT 증진 인식을 측정하여 t-검정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CT 증진 인식은 스스로

CT 능력이 증진되었다고 인식하는 문항으로 수

집하였으며, self-CT 효능감은 Brennan(2012)이

제시한 CT 관점을 문항으로 제작하여 설문하였

다[8]. 문항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Cronbach’s alpha 값이 만족도는 0.75, 전이 동기

는 0.916, self-CT 효능감은 0.817 으로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Jenkins(2002)는 프로그래밍의 어려움을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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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N
표준

편차
t p

sefl-

CT

효능감

사전 3.71 56 .904

-6.110 .000***

사후 4.39 56 .603

<표 6> self-CT 효능감 변화

항목
사전 사후

명 % 명 %

나만의 프로그램 제작능력 29 51.8 47 83.9

애니메이션 제작능력 23 41.1 22 39.3

게임 제작능력 14 25.0 26 46.4

학습 프로그램 제작 능력 24 42.9 30 53.6

협력하는 능력 13 23.2 16 28.6

실생활 문제해결 능력 40 71.4 23 41.1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각 33 58.9 38 67.9

기타 2 3.6 4 7.1

합계 56 　 56 　

<표 5> 발전시키고 싶은 능력 변화(중복)

항목
사전 사후

명 % 명 %

~ 하

는 도

구

게임하는 31 55.4 37 66.1

애니메이션 제 작 29 51.8 28 50

소프트웨어 제작 32 57.1 41 73.2

동영상 보는 31 55.4 36 64.3

게임 제작 26 46.4 29 51.8

소통하는 51 91.1 53 94.6

문서제작 47 83.9 46 82.1

합계 56 56

<표 4> 컴퓨터에 대한 인식 변화(중복)

기 위한 방안으로 재미있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

해 학습하기를 제안하였다[21].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학습자 만족도 요인으로 재미, 흥미, 어려움

에 대한 인식을 양적 데이터로 수집하였다.

또한, CT 학습전이 초기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자료를 수집하였다. 학습자 성찰 저널은 모든

수업이 끝나고 마지막 작품 기말과제를 제출하면

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작품 제작 과정에서 CT

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상황을 기록하게

하였다. 성찰일지는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통하여

질적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관찰일지는 매 수

업시간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상황을 일화기록

법으로 작성하였으며, 인터뷰 자료는 모든 학생들

을 대상으로 2회 인터뷰를 실시하여 작품제작의

어려움, CT의 사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인

터뷰 자료 및 서면 자료 분석을 위해서 귀납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질적 연구분석을 실

시하는 연구자는 CT 학습전이 초기과정에서 나

타나는 사고 과정[22]을 미리 파악하여 코딩 라벨

을 정하였다. 또한, 반복적인 분석 방법 (iterative

analysis)를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학생들의 인식 변화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증진을 살펴보기 위해

컴퓨터에 대한 인식변화 요소를 살펴보았다. <표

4>와 같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항목은 ‘소프트

웨어를 만드는 도구’라는 인식이 초기에는 57.1%

에서 수업 후에는 73.2%로 큰 변화를 보였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본 강좌의 마지막 프로젝트

가 자신의 전공에 필요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것이었으므로, 학생들의 의식 변화에 영

향을 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발전시키고 싶은 능력에 대

한 사전 인식과 사후에 실제 그 능력이 증진된

것 같으냐의 질문에 <표 5>와 같이 응답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항목은 ‘나만의 프로그램 제작 능력’이 51.8%에서

83.9%로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고, 게임제작 능

력, 학습 프로그램 제작 능력도 10%이상 차이를

보였다. 실생활 문제해결 능력의 경우, 30%정도

하락하였는데, 이는 현재 수업 과정으로는 실생활

문제 해결의 내용까지 포함되지 않아서 확실한

학습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self-CT 효능감의 변화에서는 <표 6>에

서와 같이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가 나타났다(t = -6.110, p<0.001). 이런 결과는

학생들이 스스로 CT가 증진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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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명
표준
편차

t p

만족

도

사전 3.83
56

.657
-3.752 .000***

사후 4.26 .627

학습

전이

동기

사전 4.27
56

.768
-2.331 .023*

사후 4.53 .731

<표 7> 만족도, 학습전이 동기에 대한 변화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
차

베타

(상수) -.375 .645 -.582 .563

self-CT

효능감
.478 .143 .367 3.346 .002**

만족도 .358 .144 .285 2.487 .016*

학습전이

동기
.275 .125 .256 2.194 .033*

<표 9>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Durbin- Watson

1 .727 .529 .502 1.921

<표 8> 회귀분석

만족도와 학습전이 동기에서는 <표 7>에서와

같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만족도의 경우 t = -3.752 (p<0.001)로 나타났고,

학습전이 동기는 t = -3.752 (p=0.023)으로 나타났

다. 비전공 학생들도 CT 교육에 대해 거부감 없

이 만족도와 자신의 학문영역에 적용하고자 하는

학습전이 동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p<0.05, *** p<0.001

4.2 CT 증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비전공자 학생들의 CT 증진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전 연구들을 통해 만족도와 self-CT 효능

감의 연관성은 검증하였으나[12][22], 실제 CT 증

진과의 연계성을 밝혀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만족도, 학습전이 동기, self-CT 효능

감이 실제 자신의 CT 증진 인식에 영향을 주는

지 [그림 1]과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

증하였다. CT 증진에 대한 인식은 자기보고 형태

로 학습자와의 인터뷰, 성찰일지에 나타난 인식과

설문을 통한 CT 증진 인식도를 측정하였다. 학습

자와의 인터뷰와 성찰일지에 나타난 CT 증진에

대한 분석은 4.3절에서 분석하였고, 본 절에서는

설문을 통한 인식도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다중회귀분석 모델

<표 8>에서와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종속변인의 전체 설명력( R 2)은 52.9%로 나타

났다. Durbin-Watson값도 1.921으로 독립성을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 값은 F =

19.475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CT 증진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표 9>에서와

같이 모든 요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타 값은 self-CT 효능감

.369, 만족도가 .285, 학습전이 동기는 .256으로 나

타나 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 p<0.05, ** p<0.01

4.3 문제해결과정에서 CT 학습전이에 대한 분석

이상의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CT가 증진되었

다는 것이 검증되었으므로, CT를 실제 문제해결

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학습전이 초기 과

정을 분석하는 질적연구를 이어서 진행하였다.

성찰일지, 관찰 및 인터뷰 자료분석을 위해서

귀납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질적 연구분

석을 실시하는 연구자는 기존연구[22]를 통해 프

로그래밍 과정에서 일어나는 코딩조직을 미리 파

악하여 코딩 라벨을 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질

적 연구 분석 시 연구문제에 따른 내용 분석 파

악이 용이하도록 자주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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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범주 코딩

과업예상

Ÿ 전체 구조, 톱니바퀴, 작은 부분의 중요성
Ÿ 시작과 끝을 예상
Ÿ 행동의 결과 예상
Ÿ 전체 흐름 파악
Ÿ 전체 결과물 예상

과업추측

Ÿ 코드생각, 코드화 고민
Ÿ 논리적 절차와 체계 구상
Ÿ 스프라이트 구조 예측
Ÿ 스프라이트 간 상호작용 구상
Ÿ 방송하기 구상

명령어

판단

Ÿ 생각한 코드 선택
Ÿ 조건문 사용
Ÿ 명령어 조합

실행결과

추측

Ÿ 코드결과 예측
Ÿ 방송하기 결과 예측

코드확인

실행

Ÿ 수행확인
Ÿ 캐릭터 움직임을 하나하나 입력하며 확인

디버깅
Ÿ 에러확인 및 수정
Ÿ 코드가 꼬였을 때, 하나하나 수정

코딩시도
Ÿ 여러 가지 코딩 시도
Ÿ 끈기를 가지고 코딩 시도

코딩확장

시도

Ÿ 기존의 코드 활용
Ÿ 생각에 따라 기존코드 변형
Ÿ 장면변경하기 코드 활용

<표 10> CT 학습전이 과정 코딩조직

리 파악된 내용을 코딩의 기본 구조 (Initial

Coding Scheme)으로 삼고, 질적 자료들을 문장

단위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하나의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후, 인터뷰 대상자인 교사의 답변을 문장 단

위 또는 문단 단위로 분석하였다. 각 문장을 대표

할 수 있는 코딩 라벨을 지정하는데, 미리 정해진

코딩에 없는 새로운 코딩이 생성되면, 코딩 리스

트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코딩의 생성 및 레이블

링을 실시하였다. 한 인터뷰 자료에 대한 코딩 분

석이 끝나면, 그 다음 인터뷰 자료에 대한 코딩

분석으로 넘어가는데, 새로운 코딩 라벨이 생성되

면, 그 전에 실시한 자료로 돌아가, 새로 생성된

코딩 라벨을 지정할 수 있는지 다시 분석하는, 반

복적인 분석 방법 (iterative analysis)를 사용하였

다. 코딩라벨의 검증을 위해서 2명의 연구자가 각

자 분석하고, 상호 검토하는 방법을 통하여 최종

코딩 조직을 도출하였다.

각 자료로부터 CT에 대한 학습전이 과정을 발

견하는 것이므로 자료를 분석하여 생성된 코딩은

<표 10>에 제시되었다. 초기 코딩생성과정에서

형성된 코딩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경우 하

나의 코딩으로 합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하위 범주를 생성하였다.

김수환 외(2011)의 연구에서는 23개의 코딩조직

을 추출하였고, 많이 나타난 코딩조직으로는 코딩

작업, 에러발견, 에러수정, 해결방법인식, 코드확인

실행, 객체편집, 명령어판단, 실행결과추측, 실행결

과결정, 절차확인 등으로 나타났다[22]. 본 연구에

서는 기존에 밝혀진 코딩조직을 하위범주로 하고

실제 나타난 상황을 <표 10>과 같이 코딩하였다.

질적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실제 학생들의 CT

발현 과정을 기존의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나타나

사고 과정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학생들이 CT

를 인식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전공분야의 멀티미

디어 콘텐츠 작품을 만들면서 CT의 요소를 적용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며, 초기

단계의 학습전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각 코딩내용의 분석은 실제 학생들의 CT

학습전이 초기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CT 교육

을 통해 생성된 CT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과정

은 [그림 2]와 같이 CT 교육으로 학습된 CT가

실제 문제해결에 적용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준다. 실

제 학생들이 만든 작품은 컴퓨터 과학에서 필요

한 작품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공에 필요한 작

품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음악전공 학생들은 음

악 프로그램, 영어교육 전공 학생들은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을 만들었다.

[그림 2] CT 습득 및 전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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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를 보편적 교육으로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면 학생들이 실제 CT를 어

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질적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과정

을 분석해 보면 CT 교육을 통해 길러진 CT를 자

신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하여 문제

를 해결하는지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전공자 학생들의 CT 교육에

서 CT 증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 실제

CT 학습 전이 초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전공자 학생들의 컴퓨터에 대한 인식에

서 긍정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항목은 ‘소프

트웨어를 만드는 도구’라는 인식이 초기에는

57.1%에서 수업 후에는 73.2%로 큰 변화를 보였

다. 또한 이번 수업을 통해 향상된 능력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항목은 ‘나만의 프로그램 제작

능력’이 51.8%에서 83.9%로 나타났고, 게임제작

능력, 학습 프로그램 제작 능력도 10%이상 차이

를 보였다. 실생활 문제해결 능력의 경우, 30%정

도 하락하였는데, 이는 현재 수업 과정으로는 실

생활 문제 해결의 내용까지 포함되지 않아서 확

실한 학습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된다. 따라서, CT 교육에서 실생활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지려면 교육내용에서

실생활 문제해결 내용이 다루어져야 하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학생들이 CT 효능감과 만족도, 학습전이

동기의 변화를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self-CT

효능감의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학생들이 스스로 CT가 증

진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만족도와

학습전이 동기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를 보였다. 즉, CT 증진에 대한 자기 인식이 긍정

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앞서 효과적인 요인으로 나타난 만족도,

학습전이 동기, self-CT 효능감이 실제 학생들의

CT 증진 인식에 영향을 주는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전체 설명력

( R 2)은 52.9%로 세요인 모두 CT 증진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수

업 만족도와 학습전이 동기를 매시간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self-CT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

는 주제와 내용으로 강좌를 구성해야 함을 시사

한다.

넷째, 비전공자들의 마지막 프로젝트 제작 과정

에서 나타난 학습전이 초기 과정을 분석하였다.

질적분석을 실시한 결과, 8개의 코딩조직이 나타

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프로그래밍 과정에

서 나타나는 CT 개념과 실행을 특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비전공자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영

역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CT를 적용

하는 과정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즉, 비전공자들도 CT 교육을 통해 CT를 습득하

게 하고, 이를 문제해결과정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

본 연구의 결과는 CT 교육이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의 근거를 제공한다. 비전공자들도 자신의 전공에

전이가 가능하다는 인식과 만족도, CT에 대한 효

능감을 높여주면, 실제 CT를 증진할 수 있으며

CT를 적용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 연구한 CT 전이 초기과정은 비전

공자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것이므로, 프로그래밍

의 수준이 기초수준이다. 따라서 심화 수준의 프

로그래밍을 통해 타학문의 영역에 CT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학습전이 전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참 고 문 헌

[ 1 ] 송경진(역) (2016). 제4차 산업혁명. C.

Schwab 의 The Fourth Revoluation. 서

울: 새로운현재.

[ 2 ] Nacce & CAS (2014). Computing in the



Computational Thinking 교육에서 나타난 초기 학습전이에 대한 분석 69

national curriculum: a guide for secondary

teachers. 2016. 12. 14일 검색

http://www.computingatschool.org.uk/data/

uploads/cas_secondary.pdf

[ 3 ] Tucker, A. et al. (2006). A Model

Curriculum for K-12 Computer Science:

New York, CSTA.

[ 4 ] 김경훈 외 (2015). 정보과 교육과정 시안 개

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5 ] 교육부. (2015). 2015년 소프트웨어 교육 운

영 지침.

[ 6 ] Zhong, B., Wang, Q., Chen, J., & Li, Y.

(2016). An Exploration of

Three-Dimensional Integrated Assessment

for Computational Thinking,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53(4),

562-590.

[ 7 ] Wing, J. M. (2008). Computational thinking

and thinking about comput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366, 3717-3725.

[ 8 ] Brennan, K., & Resnick, M. (2012). New

frameworks for studying and assessing the

development of computational thinking.

Paper presented at annua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meeting,

Vancouver, BC, Canada

[ 9 ] 성정숙, 김수환, 김현철 (2015). 인문계열 학

생을 위한 SW교육에서의 초보 학습자 특성

분석,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8(3), 25-35.

[ 10] 교육부(2017). ’17년도 SW교육 연구․선도학

교 1200개 선정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 11 ] 한옥영, 김재현 (2017). 비전공자 소프트웨

어 교육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 향상에 대한

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

문집, 21(1), 139-141.

[ 12 ] 김수환 (2015). Computational Thinking 증

진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전략의

효과, 정보교육학회논문지, 19(3), 323-332.

[ 13 ] SW중심대학. 2017. 8. 18일 검색.

http://www.software.kr/um/um02/um0207/u

m020711.do

[ 14 ] 전용주, 김태영 (2016). 컴퓨터 비전공 예비

교사의 소프트웨어 교육 교양 강좌에서 컴퓨

터학습태도 요인 간 인과분석을 통한 정의적

교수전략 제언. 한국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9(6), 15-23.

[ 15 ] 오미자 (2017).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육에 대한 비전공자의 인식 연

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20(1), 1-11.

[ 16 ] 현영섭 (2004). Kolb의 경험학습모형을 적용

한 기업교육 학습전이 모형.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17 ] 현영섭 (2009). 학습전이 초기발생과 변화의

영향요인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분석, 인력개

발연구, 11(2), 153-177.

[ 18 ]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J.

W. Creswell의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서울: 학지사.

[ 19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as, CA:

Sage.

[ 20 ] Campbell R, Pound P, Pope C, Britten N,

Pill R, Morgan M, Donovan J. (2003).

Evaluating meta-ethnography: a synthesis

of qualitative research on lay experiences

of diabetes and diabetes care. Social

Science & Medicine, 56, 671–684.

[ 21 ] Jenkins, T. (2002). On The Difficulty of

Learning to Program. 3rd Annual LTSN-ICS

Conference, Loughborough University. 53-58.

[ 22 ] 김수환, 한선관, 김현철 (2011).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보학습자들의 행동 및

사고과정 분석.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4(1). 13-21.

 김 수 환

1999 인천교육대학교(교육학학사)

2006 경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교육학석사)

2011 고려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이학박사)

2013 경인교대 겸임교수

2014~현재 총신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컴퓨터교육, Computational Literacy,

CT, EPL, Unplugged, CSCL

E-Mail: skim@cs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