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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이 부속 등학교

요약 

컴퓨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해 등학교에서는 블록형 로그래  언어인 스크래치를 활용한 기  로그

래  교육을 하고 있으나 컴퓨  사고력에 한 평가 연구는 기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크래치 

로젝트의 코드를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등학생들의 컴퓨  사고력의 개념 수 을 평가하 다. 이를 해 

스크래치 코드 분석 자동화 도구인 Dr. Scratch를 활용하여 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제작한 179개의 스크래치 

로젝트를 분석하 다. 연구결과 등학생의 컴퓨  사고력의 개념수 은 개발자 수 이 많았고, 성별과 작품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논리와 추상화 요소에서 가장 낮은 수 을 보 으며, 로그래  과정에서 컴퓨  

사고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등학생의 로그래  학습에서 교수방법의 개선과 자기주도  

컴퓨  사고력의 평가에 한 시사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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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mprove computational thinking, elementary schools have been using ‘Scratch’ to provide basic pro-

gramming education. However, the study on evaluation of computational thinking is at an early stage.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d the conceptual level of computational thinking using the scratch code analyzing. For this, Dr. 

Scratch was used to analyze 179 scratch projec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ceptual level of computational 

thinking of most elementary students was at the developing level, and that it varied according to gender and pro-

duction style, showed the lowest level of logic and abstraction, and improved computational thinking during 

programming.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eaching methods 

and self-directed evaluation in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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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컴퓨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한 SW교육이 ․

등학교에서 본격 으로 시작되면서 언 러그드 활동, 

로그래 , 피지컬 컴퓨  등 다양한 형태로 SW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등학교에서는 부분 블록형 로

그래  언어를 활용한 기 로그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블록형 로그래  환경은 문법오류가 없고 학생

들의 인지 부하를 발생시키지 않아 등학생의 인지  

수 에 합하고, 등학생의 흥미와 심을 끌 수 있는 

시청각 인 요소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15]. 

MIT 미디어랩에서 개발한 스크래치는 세계에서 활

용하고 있는 표 인 블록형 로그래  언어로서 학생

들은 이를 활용하여 이야기, 애니메이션, 음악, 미술, 게

임 등 흥미 있는 결과물을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1][4].  세계의 학생들은 매일 다양한 로젝트를 스

크래치 웹사이트에서 공유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스크래치 로젝트로 표 하는 과정에서 논리

이고 창의 으로 생각하고 컴퓨  사고력을 계발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로그래  학습 과정에서 계발하고 

있는 컴퓨  사고력에 한 평가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한 연구는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5][6]. 그 이유로는 컴퓨  사고력의 평가의 

요성에 한 인식의 부재, 컴퓨  사고력의 평가 요소

에 한 혼란, 교수자와 학습자가 손쉽게 근할 수 있

는 컴퓨  사고력의 평가 도구의 부재, 컴퓨  사고력의 

평가방법에 한 복잡성 등을 들 수 있겠다. 

스크래치 로그래  학습에서 학생들의 컴퓨  사고

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로젝트

의 코드 분석은 컴퓨  사고력의 개념을 평가하고 이를 

로그래  학습에 활용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14]. 스크래치 코드 분석을 통해 교수자는 학생들의 

스크래치 로젝트에서 나타난 컴퓨  사고력을 평가하

여 이를 통해 교수학습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교육내

용과 활동에 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더불어 학

습자 스스로 자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데, 로젝트의 

제작 과정에서 각 코드를 사용한 목 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습자가 자신의 로젝트의 코드를 분석함으로써 

학습 과정을 돌아보고 학습의 개선 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스크래치 코드분석 도구로서 Dr. Scratch는 학생

들이 만든 스크래치 로젝트의 코드를 컴퓨  사고력의 

개념을 구성하는 각 요소별로 분석하므로 학습 과정에서 

손쉽게 활용하기에 유용하다[7][10][11][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스크래치 로젝트 

코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성별, 스크래치 

로젝트의 작품 유형에 따라 컴퓨  사고력의 개념 수

을 평가하고, 로젝트 제작 과정에서 컴퓨  사고력의 

각 요소들의 발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소 트웨어 수

업을 한 학습코스  략 개발  자기주도 인 컴

퓨  사고력의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데 기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스크래치 로젝트의 평가방법 

컴퓨  사고력은 컴퓨터 과학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  사고력으로 Papert에 의해 시작하여 

Wing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고력으로서 그 

요성이 리 알려지고 있다. Wing은 컴퓨  사고력의 

개념을 추상화와 자동화의 두 축으로 설명하 고

[17][18], CSTA & ISTE(2011)는 자료수집, 자료분석, 

자료표 , 문제분해, 추상화, 알고리즘  차, 자동화, 

병렬화, 시뮬 이션을 그 구성요소로 제시하 다[3]. 

한, MIT에서는 스크래치 로그래  과정에서 활용하

는 컴퓨  사고력이 컴퓨  개념, 컴퓨  실천, 컴퓨  

의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1]. 컴

퓨  개념은 로그래 을 한 기  개념으로서 순서, 

고리, 평행  계, 사건, 조건문, 작동, 자료 등에 한 

것이다. 컴퓨  실천은 반복 , 증가  작동, 오류 수정, 

재사용, 재조합, 추상, 모듈화에 한 것이고, 컴퓨  

은 표 하기, 연결하기, 의문갖기와 련된다[1]. 

스크래치 로그래  학습에서 컴퓨  사고력의 평가 

방법에 해 Brennan과 Resnick(2012)은 스크래치 로

젝트의 코드 분석, 작품 인터뷰, 디자인 시나리오의 세 가

지 평가방법을 제안하 다[1][13]. 그  작품 인터뷰와 

디자인 시나리오의 분석 방법은 과정에 한 이해와 학습

자의 생각과 까지 평가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학

습자의 기억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과, 실제 교육 장

에서 사용하기에는 시간 확보가 어렵고, 내용을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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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여건에서 여러 가지 제한 이 있다[13]. 한 평가

자가 학습자를 평가하는 방식이므로 자기 평가가 이루어

지기 어렵다. 학습의 주체인 학생 스스로가 학습의 과정

에서 자기평가를 통해 자기주도 으로 학습을 구성하고 

이끌어 가기 한 목 으로는 활용되기 어렵다고 하겠다.

로젝트의 코드 분석은 개념이 포함된 블록의 사용

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로그래 을 통한 컴퓨  사고

력의 개념을 평가하는 가장 유용하고 간편한 방법이다

[7][10][11][14]. 더욱이 온라인에서 로젝트의 코드 분

석 도구를 활용하여 컴퓨  사고력의 개념 수 과 구성

요소별 수 을 손쉽게 평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

습과정에서 학습자는 자기평가  형성 인 평가방법으

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로젝트의 코드 분석은 기 인 로그래  

활동을 하는 등학생을 상으로 용하기에 용이하고, 

시간이 게 들고, 교수자 뿐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정을 평가할 수 있다는 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2 스크래치 로젝트의 코드 분석 방법

스크래치는 재 10개의 카테고리로 명령어 블록이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동작, 형태, 소리, 펜, 데이터, 이벤

트, 제어, 감지, 연산, 추가블록이다. 이러한 각 블록의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컴퓨  사고력이 발 되고 계발된다[1]. 이러

한 컴퓨  사고력을 측정하기 해서는 자동화된 코드 

분석 도구인 Scrape, Dr. Scratch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도구들은 스크래치 로젝트에 사용된 각 블록들의 

사용횟수를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컴퓨  사고력 개념

을 손쉽게 평가한다[7].

Scrape는 각 블록의 횟수, 장횟수, 스 라이트 수, 블

록 수, 스택 수 등을 분석하는 자동화 도구이다. Dr. 

Scratch는 이를 발 시켜 컴퓨  사고력의 속성으로 로

우 제어, 데이터 표 , 추상화, 사용자 상호작용, 동기화, 

병렬화, 논리의 7개 요소를 규정하고, 각 수를 3  만

으로 별하여 그 결과를 보여 다[20]. Dr. Scratch에서 

제시하는 7개의 각 요소들은 Brennan & Resnick(2012)이 

제시한 컴퓨  개념의 평가틀과 유사하다[14]. 분석 결과

는  각 요소별 합계를 기 으로 하여 세 등 으로 체 

수 을 보여주는데, 총 을 기 으로 0～7 은 기본 단계

(Basic), 8～14 은 개발 단계(Developing), 15～21 은 마

스터 단계(Master)이다. 한 코드 복사, 스 라이트 이름 

변경, 죽은 코드, 스 라이트 속성을 보여 다[20]. Dr. 

Scratch에서 컴퓨  사고력의 7개의 요소별로 수를 부

여하는 기 은 <표 1>과 같다[10]. 

CT Concept

Competence Level

Basic

(1 point)

Developing

(2 points)

Proficiency

(3 points)

Flow control
Sequence of 

blocks

Repeat,

forever
Repeat until

Data 

representation

Modifiers of 

sprites 

properties

Operations on 

variables

Operations on 

lists

Abstraction

More than one 

script and 

more than one 

sprite

Definition of 

blocks
Use of clones

User 

interactivity
Green flag

Key pressed, 

sprite clicked, 

ask and wait, 

mouse blocks

When %s is 

>%s, video, 

audio

Synchronizat

ion
Wait

Broadcast, 

When I receive 

message, stop 

all, 

stop program, 

stop programs 

sprite

Wait until, 

when 

backdrop 

change to, 

broadcast and 

wait

Parallelism
Two scripts 

on green flag

Two scripts on 

key pressed, 

two scripts on 

sprite clicked 

on the same 

sprite

Two scripts on 

when I receive 

message, 

create clone, 

two scripts 

when %s is 

>%s, two 

scripts on 

when 

backdrop 

change to

Logical 

thinking
If If else

Logic 

operations

<Table 1> Competence Level for each CT concept 

(Moreno-León, et al., 2015) 

Dr. Scratch를 활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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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no-León 외(2016)는 Dr. Scratch와 통 인 소

트웨어 공학 매트릭스인 McCabe의 순환복잡도, 

Halstead의 매트릭스를 비교하여 Dr. Scratch가 컴퓨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타당한 도구임을 밝혔다[11]. 한, 

Moreno-León 외(2015)의 연구는 10～14세 학생들 100

명을 상으로 Dr. Scratch를 활용하여 스스로 컴퓨  

사고력을 평가하게 하고 피드백을 제공하 는데, 그 결

과 학생 스스로 스크래치 로젝트를 향상시키는데 효

과가 있었음을 보고하 다[10]. Moreno-León 외(2017)

의 연구에서는 스크래치 온라인 랫폼에서 250개의 

로젝트를 수집하여 이를 5개의 작품 유형(미술, 음악, 

애니메이션, 이야기, 게임)으로 분류하여 컴퓨  사고력

을 분석하 다. 그 결과 각 작품 유형에서 사용된 컴퓨

 사고력의 수 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밝혔고, 특히 게

임 유형에서 가장 높은 컴퓨  사고력의 수 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 다[12]. 한, Browning(2017)의 연구에

서는 41명의 4～6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1주일에 1시

간씩 9주 동안의 스크래치 워크샵을 실시하고, Dr. 

Scratch를 형성평가 방법으로 사용하 는데, 이 그룹에

서 컴퓨  사고력이 향상된 것을 밝혔다[2]. 

Dr. Scratch를 활용한 국내 연구로 학생을 상으

로 한 김수환(2015)의 연구에서 학습자 수 이 높을수록 

평가요소의 수가 높은 것을 밝혔고, Dr. Scratch의 각 

요소들이 컴퓨  사고력의 수 을 평가하는 요소로 활

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7]. 한, 박선주(2018)는 

비교사를 상으로 한 수업에서 스크래치 로젝트 코

드 분석을 통해 학 과의 연 성을 분석하 고, 컴퓨  

사고력  자기평가 도구로서의 Dr. Scratch의 활용가

능성을 제안하 다[14].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컴퓨  사고력의 평가 

도구로서의 Dr. Scratch를 통한 코드 분석의 타당성과 

피드백을 통한 평가의 순환  기능, 형성평가 방법으로

서 Dr. Scratch의 활용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부분 학

생을 상으로 한 것으로, 스크래치는 블록형 로그래

 언어로서 등학생들에게 주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등학생의 스크래치 코드를 분석한 국내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학생의 스크래

치 로젝트 코드분석을 통해 컴퓨  사고력을 평가하

고자 한다. 

3. 연 구 방법 

3.1 분석 상

본 연구에서 분석한 스크래치 로젝트는 2013～2014

년에 서울시 소재 A 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제작한 개

별 로젝트 160개와  로젝트 19개이다. 

개별 로젝트는 남녀 80명씩의 학생들이 사회교과에

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로젝트로 애니메이

션 유형 로젝트 80개, 게임 유형 로젝트 80개이다. 

 로젝트는 3명이 한 을 이루어 사회과에서 학

습한 내용을 게임 형식으로 만든 것으로, 로젝트를 완

성해가는 기, 기, 후기의 3번에 걸쳐서 수집되었고, 

로그래  과정에서의 컴퓨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만 

사용되었다.

스크래치 로젝트는 이  학년에서 스크래치 각 블

록에 한 기  기능을 이미 학습한 학생들이 스토리 

보드 작성  기획 단계, 자료 수집 단계, 제작 단계, 수

정  보완 단계를 거쳐 약 4주에 걸쳐서 완성하 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개별 스크래치 로젝트는 세계 

여러 나라의 지리 , 문화  특징 등을 소개하는 것이

고, 게임으로 제작한 개별   로젝트는 환경오염을 

이기 한 방법을 게임으로 구 한 것이다. 다음 [그

림 1]은 학생들의 개별 스크래치 로젝트의 이다.

(Fig.1) S tu de n t‘s S cr a tch P r o je ct

3.2 자료 분석 방법

스크래치 로젝트의 코드 분석을 통해 컴퓨  사고

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스크래치 코드를 분석하는 자동

화 도구인 Dr. Scratch를 사용하 고, 그 결과값을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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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Dr. Scratch 분석을 통해 나온 컴퓨  사고력 

총 의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을 분석하 고, 

세 개 등 의 퍼센트를 구하 다. 

두 번째로 Dr. Scratch 분석을 통해 나온 컴퓨  사

고력의 각 요소별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을 분

석하 다. 

세 번째로 학생들이 제작한 스크래치 로젝트의 작

품 유형(애니메이션, 게임)에 따라 총 과 각 컴퓨  사

고력 요소별 수의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을 

분석하 고, 두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해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하 다. 

네 번째로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스크래치 로젝트

의 체 수와 각 컴퓨  사고력 요소별 수의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을 분석하 고, 성별에 따른 차

이를 분석하기 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스크래치 로젝트의 제작 과정별( 기, 

기, 후기)로 컴퓨  사고력의 총 과 컴퓨  사고력 

요소별 수의 평균을 분석하 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18.0 버 을 사용하 다. 

4. 연 구 결과 

4.1 컴퓨  사고력의 수

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컴퓨  사고력의 수 을 분

석하기 해 Dr. Scratch의 총 을 분석한 결과, 컴퓨  

사고력의 총 은 21  만 에 최소값은 4 , 최 값은 

17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컴퓨  사고력의 평균은 

9.73이고, 표 편차는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Dr. Scratch에서는 컴퓨  사고력의 총 을 기 으로 

0～7 은 기본 단계(Basic), 8～14 은 개발 단계

(Developing), 15～21 은 마스터 단계(Master)로 등

을 제시하고 있다[20]. 이같이 학생들의 컴퓨  사고력

의 등 을 세 개로 나 어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기 단계는 31명, 19.38%, 개발단계는 124명, 

77.5%, 숙련단계는 5명, 3.13%로 나타났다. 

등학생의 컴퓨  사고력의 등   가장 많이 차지

한 것은 개발 단계이고, 그 다음은 기  단계이고, 소수

의 학생들이 마스터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Min Max M SD

Score 4.00 17.00 9.73 2.68

Competence Level persons percents

Basic 31 19.38

Developing 124 77.50

Master 5 3.13

<Table 2> Students' Competence Level   (n=160)

4.2 컴퓨  사고력의 요소별 분석

Dr. Scratch에서는 컴퓨  사고력의 요소를 로우 

제어, 데이터 표 , 추상화, 사용자 상호작용, 동기화, 병

렬화, 논리의 7개로 평가하는데, 각 컴퓨  사고력의 요

소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로우 제어는 최소값이 1 , 최 값이 3 , 평균은 

1.49로 나타났고, 데이터 표 은 최소값이 0 , 최 값이 

3 , 평균은 1.22인 것으로 나타났고, 추상화는 최소값이 

0 , 최 값이 2 , 평균이 0.99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

용자 상호작용은 최소값이 1 , 최 값이 2 , 평균이 

1.78인 것으로 나타났고, 동기화는 최소값이 0 , 최 값

이 3 , 평균이 1.57인 것으로 나타났고, 병렬화는 최소

값이 0 , 최 값이 3 , 평균이 2.10인 것으로 나타났

고, 논리는 최소값이 0 , 최 값이 3 , 평균이 0.58인 

것으로 나타났다. 

C o m p u t a t i o n a l 

Thinking Dimension
Min Max M SD

Flow control 1.00 3.00 1.49  .55

Data representation 0.00 3.00 1.22  .46

Abstraction 0.00 2.00  .99  .15

User interactivity 1.00 2.00 1.78  .41

Synchronization 0.00 3.00 1.57  .87

Parallelism 0.00 3.00 2.10  .94

Logic 0.00 3.00  .58  .91

<Table 3> Students' Computational Thinking Dimension

(n=160)

한 컴퓨  사고력의 요소별로 표 편차가 가장 큰 

것은 병렬화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논리, 동기화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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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표 편차가 가장 낮은 것은 추상화, 사용

자 상호작용, 데이터 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 보듯이 컴퓨  사고력의 7개의 요소 에

서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은 병렬화이고, 그 다음은 사용

자 상호작용, 동기화 순으로 나타났다. 한, 컴퓨  사

고력의 요소 에서 평균이 가장 낮은 것은 논리로 나타

났고, 그 다음이 추상화, 데이터 표  순으로 나타났다. 

(Fig.2) Students' Computational Thinking Dimension

4.3 작품 유형별 컴퓨  사고력의 분석

학생들이 제작한 스크래치 로젝트의 유형은 애니메

이션과 게임의 두 가지이다. 작품 유형별로 컴퓨  사고

력을 분석하면 <Table 4>와 같다. 

우선, 컴퓨  사고력의 등 을 구분 짓는 총 은 애

니메이션 유형이 평균 8.95이고, 게임 유형이 평균 10.51

로 게임 유형의 총 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컴퓨  사고력의 각 요소별로 

수를 분석해 보면, 사용자 상호작용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역에서 게임 유형에서 컴퓨  사고력의 수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로우 제어는 애니메이션에서 평균이 1.33, 게임에서 

1.66으로 게임에서 수가 높게 나타났다. 

데이터 표 은 애니메이션에서 평균이 1.15, 게임에서 

평균이 1.30으로 게임에서 수가 높게 나타났다. 

추상화는 애니메이션에서 평균이 0.96, 게임에서 평균

이 1.01로 게임에서 수가 높게 나타났다. 

동기화는 애니메이션에서 평균이 1.31, 게임에서 평균

이 1.83으로 게임에서 수가 높게 나타났다.

병렬화는 애니메이션에서 평균이 1.90, 게임에서 평균

이 2.31로 게임에서 수가 높게 나타났다. 

논리는 애니메이션에서 평균이 0.44, 게임에서 평균이 

0.79로 게임에서 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용자 상호작용은 애니메이션에서 평균이 1.88, 게임

에서 평균이 1.69로 애니메이션에서 수가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할 때 키입력, 마우

스 블록, 묻고 기다리기, 소리 입력 등을 더 많이 사용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g.3) Students' Computational Thinking 

Dimension By Type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유형과 게임 유형의 로젝트 

간의 총 의 차이가 유의미 한지를 t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t값은 -3.85, 유의도는 .00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 다. 

한, 컴퓨  사고력의 7개의 요소별로 애니메이션 

유형과 게임 유형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분석한 결

과, 로우 제어는 t값이 -4.24, 유의도가 .00으로, 데이

터 표 은 t값이 -2.08, 유의도가 .00으로, 추상화는 t값

이 -2.02, 유의도가 .04로, 사용자 상호작용은 t값이 

2.93, 유의도가 .00으로, 동기화는 t값이 -3.87, 유의도가 

.00으로, 병렬화는 t값이 -2.85, 유의도가 .00으로, 논리

는 t값이 -1.93, 유의도가 .05로 나타났다. 즉, 논리 요소

를 제외한 6개의 요소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리 요소는 두 개의 유형 모두에서 낮은 수로 나

타났고, 그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등학생에게는 작품 유형에 상 없이 조건문의 

사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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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udents' Computational Thinking 

Dimension By Type

Computational 

Thinking 

Dimension

Animations Games
t p

M SD M SD

Score 8.95 2.46 10.51 2.67 -3.85 .00*

Flow control 1.31  .49 1.66  .55 -4.24 .00*

Data 

representation
1.15  .42 1.30  .49 -2.08 .04*

Abstraction .96  .19 1.01  .11 -2.02 .04*

User interactivity 1.88  .33 1.69  .47  2.93 .00*

Synchronization 1.31  .95 1.83  .71 -3.87 .00*

Parallelism 1.90  .96 2.31  .87 -2.85 .00*

Logic  .44  .81  .71  .98 -1.93 .05

 *p < .05

4.4 성별에 따른 컴퓨  사고력의 분석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컴퓨  사고력의 총 과 7개의 

요소별 차이의 유의성을 분석해 보면 <Table 5>와 같다. 

컴퓨  사고력의 총 은 남학생의 평균이 10.34, 여학

생의 평균이 9.12로 남학생의 총 이 높게 나타났고, t 

검정 결과 t값이 2.93, 유의확률이 .00으로 나타나 성별

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우 제어는 남학생 평균이 1.54, 여학생 평균이 

1.44로 나타났으나, t값이 1.15, 유의확률이 .25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데이터 표 은 남학생 평균이 1.30, 여학생 평균이 

1.15로 나타났고, t값이 2.08, 유의확률이 .04로 그 차이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상화는 남학생 평균이 1.00, 여학생 평균이 0.98로 

나타났고, t값이 1.00, 유의확률이 .32로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사용자 상호작용은 남학생 평균이 1.82, 여학생 평균

이 1.73으로 나타났으나, t값이 1.33, 유의확률이 .18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동기화는 남학생 평균이 1.75, 여학생 평균이 1.39로 

나타났고, t값이 2.68, 유의확률이 .01로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 다.

병렬화는 남학생 평균이 2.23, 여학생 평균이 1.99로 

나타났고, t값이 1.16, 유의확률이 .11로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논리는 남학생 평균이 0.70, 여학생 평균이 0.45로 나

타났고, t값이 1.75, 유의확률이 .08로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Table 5> Students' Computational Thinking 

Dimension By Gender

Computational 

Thinking 

Dimension

Boys Girls
t p

M SD M SD

Score 10.34 2.38 9.12 2.84 2.93 .00*

Flow control 1.54 .55 1.44 .55 1.15 .25

Data 

representation
1.30 .54 1.15 .36 2.08 .04*

Abstraction 1.00 .16 .98 .16 1.00 .32

User interactivity 1.82 .38 1.73 .44 1.33 .18

Synchronization 1.75 .75 1.39 .95 2.68 .01*

Parallelism 2.23 .90 1.99 .96 1.16 .11

Logic .70 .92 .45 .88 1.75 .08

 *p < .05

남학생과 여학생의 컴퓨  사고력의 차이를 종합해 

보면, 총 은 남학생이 높고 성별의 차이가 유의하며 

[그림 4]와 같이 컴퓨  사고력의 7개의 모든 요소에서 

남학생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

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은 데이터 표 과 동기화인 것

으로 나타났다. 

(Fig.4) Students' Computational Thinking 

Dimension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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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로젝트 제작 과정에 따른 분석

학생들이 으로 로젝트를 만들어 가는 과정 에 

기, 기, 후기의 세 번에 걸쳐서 로젝트의 코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총 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Step 1에서 6.94, Step 

2에서 8.88, Step 3에서 11.11인 것으로 나타나 로젝트

를 완성해 가면서 차 으로 수가 증가하 다. 

컴퓨  사고력의 각 요소별로 살펴보면, 로우 제어

는 Step 1에서 1.41, Step 2에서 1.47, Step 3에서 1.76으

로 나타났고, 기 수가 다른 요소들에 비하면 상

으로 높고 수 증가의 폭은 약 0.3으로 작은 것으로 볼 

때, 로젝트 제작 기에 로우 제어가 많은 부분 완

성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데이터 표 은 Step 1에서 0.88, Step 2에서 1.12, 

Step 3에서 1.52으로 나타나 차 으로 수가 증가하

고, 수 증가의 폭이 약 0.6정도이다. 

추상화는 Step 1에서 0.70, Step 2에서 0.88, Step 3에

서 0.94으로 나타나 차 으로 수가 증가하 으나 그 

폭이 약 0.2정도로 작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사용자 상호작용은 Step 1에서 1.77, Step 2에서 1.88, 

Step 3에서 1.88로 나타나 기 수가 가장 높고, 로

젝트의 간단계와 후반단계 수가 같게 나타났다. 이

는 로젝트의 간 단계에서 키입력이나 묻고 답하기, 

소리 입력과 같은 기능은 완성이 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동기화는 Step 1에서 0.47, Step 2에서 1.00, Step 3에

서 1.35으로 나타나 차 으로 수가 증가하 고 수 

증가 폭이 약 1 으로 높게 나타났다.

병렬화는 Step 1에서 1.06, Step 2에서 1.64, Step 3에

서 2.05로 나타나 차 으로 수가 증가하 고, 수 

증가 폭이 약 1 으로 높게 나타났다.

논리는 Step 1에서 0.65, Step 2에서 0.88, Step 3에서 

1.59로 나타나 차 으로 수가 증가하 고, 약 0.9  

정도가 증가하 다. 

Computational 

Thinking Dimension

Step 1 Step 2 Step 3

M M M

Score 6.94 8.88 11.11

Flow control 1.41 1.47 1.76

Data representation .88 1.12 1.52

Abstraction .70 .88 .94

User interactivity 1.77 1.88 1.88

Synchronization .47 1.00 1.35

Parallelism 1.06 1.64 2.05

Logic .65 .88 1.59

<Table 6> Students' Computational Thinking 

Dimension In Programming

종합해 보면, 로젝트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부

분의 컴퓨  사고력 요소들의 수가 높아졌다. 그 에

서도 사용자 상호작용과 로우 제어는 기 수가 높

은 반면에 증가폭이 작았고, 추상화는 기 수와 증가

폭이 모두 작았으며, 데이터 표 , 동기화, 병렬화, 논리

는 2배에 가까운 수 증가폭을 보 다.

5 .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등학생들의 스크래치 로젝트 코드 

분석을 통해서 컴퓨  사고력의 총 과 각 요소별 수

를 확인하고, 성별, 작품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컴퓨  

사고력을 분석하 으며,  로젝트 제작 과정에서 컴

퓨  사고력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분석하 다. 이

를 통해 학생들의 스크래치 로그래  수업 방향에 

한 제언  학생들의 자기주도 인 학습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의 형성평가로서 코드 분석의 활용

방법의 가능성을 탐색하 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부분의 등

학생들의 컴퓨  사고력의 개념 수 은 개발자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  단계인 학생들과 소수의 

마스터 단계 학생들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교수학습과

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이 구성될 필요

가 있다. 보자와 마스터 단계의 학생이 한 수업에서 

같은 과제의 로그래  수업을 하기 보다는 기 와 심

화의 과제가 수업 에 포함되도록 한다면 학습자의 수

에 맞는 학습자 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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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습자의 수 을 고려하여 로그래  수업의 교육

내용  활동을 계획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컴퓨  사고력의 요소 에서 논리와 추상화가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히 소 트

웨어 교육의 핵심인 논리와 추상화에 한 개념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근거가 된다. 등학생의 수 에

서 논리와 추상화는 어려운 개념일 수 있으나 이를 학

생들의 인지 수 에 맞도록 구체 이고 단계 으로 

근하여 교수를 강화하여야 하겠다.  

셋째, 로젝트의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애니메이션

과 게임 유형 간 컴퓨  사고력의 차이가 났다. 이는 작

품 유형별 컴퓨  사고력의 차이를 밝힌 Moreno-León 

외(2017)와 김수환 외(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8][12]. Moreno-León 외(2017)의 연구에서도 스크래치 

로그래  수업을 할 때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하여, 미

술과 음악 로젝트, 그 다음으로 이야기, 가장 최종

으로 게임 유형의 로젝트를 제작하도록 제안하고 있

다[12]. 이는 게임을 만들 때 학생들이 더 높은 수 의 

컴퓨  사고력의 개념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 형태의 로젝트를 제작하는 것은 

기 로그래  단계에서 근하고, 로젝트 제작 경

험이 쌓이면 게임 형태의 로젝트를 제작하기를 제안

한다. 즉, 로그래 의 경험이 은 학생들을 상으로 

기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보다 더 많은 논리  사

고력과,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는 컴퓨  사

고력을 요구하는 게임과 같은 형태로 발 해 갈 수 있

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컴퓨  사고력에서 차이

가 났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SW교육에서 남

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9][16][19]. 따라서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학습코스를 다르게 제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컴퓨  사고력의 세부요소에서 차이를 살펴보면, 

자료의 표 과 동기화에서만 성차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역에서 여학생들을 한 보충학

습  개별학습을 제안한다. 더불어 성차에 의한 편견을 

갖기 보다는 성별에 따른 특징을 악하고, 이를 보완하

기 한 수업 략을 통해 동등한 수업의 경험을 제공

하는 것이 요할 것이다. 

다섯째, 로젝트 제작 과정 에 컴퓨  사고력을 분

석해 본 결과 체 으로 수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

났고, 각 요소별로 상이한 변화 양상을 보 다. 이 결과

를 통해 로젝트 제작 과정 에 교수자의 한 개입

과 학생 스스로의 코드분석을 통해 자신의 컴퓨  사고

력 개념의 취약 을 깨닫고 이를 보완하여 로젝트를 

완성하도록 하는 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궁극

으로 컴퓨  사고력의 향상을 목 으로 하는 로그래

 교육에서 학습에 한 평가와 피드백은 요한 학습

의 한 과정이다. 평가는 결과에만 첨을 맞출 것이 아

니라, 학습을 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가 되

어야 하며, 더 나아가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능

동 으로  과정에 참여하여 학습으로서의 평가

(assessment as learning)가 되어야 할 것이다[2][6]. 

따라서 로젝트의 코드 분석은 형성  평가, 자기 

평가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겠다. 평가 결과를 학생과 

교수자는 함께 분석하면서 컴퓨  사고력 개념 수 을 

악하고, 교수자는 즉각 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

자는 이를 다음 학습에 용하여 학습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한,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로젝트를 분석하고 개선하면서 메타인지 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등학생들의 로젝트 코드를 

분석한 실증 인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로서 등교육 

장에서 로그래  교육을 한 교수방법의 개선  

평가 방향에 한 시사 을 제시한다는 에서 그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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