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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SW교양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실시간 및 비실
시간 혼합형태로 진행되는 대학 온라인 SW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서울소재 A여자대학교 94명의 학생들을 대상
으로 자기조절, 컴퓨팅사고력, 교수실재감 간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몰입은 컴퓨팅사고력과 자기조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학습몰입은 컴퓨팅사고력과 교수실재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온라인 SW교양교육
환경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몰입을 향상시키고, 학습자가 자기조절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안하
였으며, 학습자가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교수실재감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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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engag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gulation,
teaching presence and computational thinking in online SW education. To verify the research problem, a blended
learning model adopted SW liberal course at A Women's University located in Seoul, which 94 students were en-
rolled in, was sel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learning engagemen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gulation and computational thinking. Second, it was
found that learning engagemen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presence and computational thinking.
This study suggested a plan to improve learners' active engagement and self-regulation strategy in online SW
education.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considered a method for learners to perceive teaching pres-
ence i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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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산업적 가치가 소프트웨어

(Software, 이하 SW)를 중심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SW

는 많은 영역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SW가 중

심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면서, SW경쟁력 확보는 국가

적 차원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세계 여러 국가에서

는 SW역량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SW중심 대학’을 통해 사회, 기업, 학생의 SW가치의 확

산 및 SW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많은 대학에서는 ‘SW중심 대학’을 기반으로

SW교양 교과목을 비전공자 대상으로 신설하고 있으며,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IT 관련 전공

이 아닌 학습자들도 학교에서 SW교육을 받음으로써 컴

퓨팅사고력을 함양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게 하기 위

함이다.

이처럼 SW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 모든

업무 및 교육은 COVID-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시행

되었으며, SW교육 또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31].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던 이전에 비해 온라

인으로 SW교육이 진행되며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도

다수 존재하는데, 온라인 SW교육의 장점은 다음과 같

다. 우선, 기존 오프라인 강의로는 실습실, 강의시간, 강

사와 같은 인적자원 및 시공간적 자원의 제약으로 인한

한계가 있었는데, 온라인 수업 환경을 통해서는 수업 영

상들을 반복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들이 진행한 프로그래밍 작업들에 대

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SW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39]. 이러한 이유들로 면대면 학

습 환경에서 온라인 학습 환경으로 전환이 되면서 교수

자 및 학습자들에게 많은 관심 및 변화가 요구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andura(1997)의 ‘상호결정론’

을 기반으로, 대학교육에서 온라인 SW교양교육의 효과

를 알아보고, 학습자들의 컴퓨팅사고력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였다[3].

먼저, Bandura(1986)는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학습

과제들에 대해 스스로 조직하고 반응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설정한다고 하였다[2]. 학습자가 스스로의 발달

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며 자신의 역량을 알게

되는 자기조절은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본질적으로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46]. 특히 자기조절은 온라인 학습

환경 안에서 학생들의 학습 경험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

을 끼친다. 온라인 학습 환경은 자율적인 특성이 크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상황에서는 학습에 관한 학습계획과

학습수행 등에 관한 책임이 전적으로 학습자에게 있다

[1]. 다음으로, SW교육을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비전공

자가 학습하게 될 때에는 다양한 문제상황들로 인해 학

습동기 혹은 자신감이 저하되기 쉬우며, 교수자의 격려

를 필요로 한다[5]. 이에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SW교양교육에서 학습자에게 교육적으로 유의

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자의 사회적 과정

및 인지적 과정을 안내하고 설계하는 환경적 요인인 ‘교

수실재감’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학습 환경

내에서는 학습자의 지속적인 몰입과 자발성이 요구된다.

학습몰입은 학습의 성패여부를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이

며, 학습몰입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다[11]. 본 연구

에서는 SW의 기초와 개념에 관한 이해가 다소 낯선 비

전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SW교양교육이 실시되고 있

기 때문에 비전공자가 SW교육의 학습목표를 따라가기

위해 학습 과정들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결정론[3]을 기반으로 대학교육에

서 온라인 SW교양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고, 학습자들의

컴퓨팅사고력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였

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컴퓨팅사고력에 영향을 미

치는 인지적 변인, 환경적 변인을 각각 자기조절, 교수

실재감으로 상정했으며, 행동적 변인이자 매개변인으로

는 학습몰입을 상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SW교

양교육을 기존 면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교육 맥락에

서 탐구하였다는 것과 매개변인으로 학습몰입을 상정했

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이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대학수업에서 온라인 SW교양교육 교과

를 설계할 때 설계전략 및 개발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쓰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

러한 연구 목적을 반영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온라인 SW교양교육에서 학습몰입은 자

기조절과 컴퓨팅사고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온라인 SW교양교육에서 학습몰입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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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실재감과 컴퓨팅사고력 간의 관계를 매개 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온라인 SW교육

SW교육은 SW코딩교육, 코딩교육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며, 코딩교육을 SW교육의 하위범주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 SW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들을

학습하기 위한 교육으로, 학습자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

한 문제들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팅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다[35]. SW

교육이 중요시 되고 있는 현 시점에, COVID-19상황으

로 인해 SW교육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

정이다[31].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SW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온라인 SW교육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모바일 플

랫폼, 웹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온라인 강의와 SW교육

실습을 진행하는 것을 온라인 SW교육이라 이야기 한

다. 온라인 SW교육은 학습자의 학습수준과 흥미에 따

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성과 학습자가 학습장

소 및 학습시간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29]. 이러한 특성들에 따라, 온라인 SW교육은

온라인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구나 SW에 대해 학

습할 수 있으며,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들이 반

복학습을 통해 교수자의 실습을 따라가는데 효과적이라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5].

2.2. 자기조절

자기조절은 교육적 맥락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계획하고, 학습에 몰입하며, 학습자 스스로가 알

고 있는 부분과 관련 맺어 이해하는 노력을 의미하며

[6], 그 과정은 학습자들의 학업성취 부분에 주요한 요

인으로 작용한다. 전반적인 학습 과정을 관리하고 유지

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기조절은 학습자의 학업 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38]. 온라인 학

습 환경을 기반으로 자기조절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

로 학업성취도나 수업만족도 같은 학습성과와 관련된

연구와[20], 학습자-교수자의 상호작용[22]과 관련된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온라인 교육

에서 다양한 학습의 효과들과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자기조절 강화가 중요하며, 교수전략

을 수립할 때에 우선적으로 자기조절 학습능력을 고려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특

히 학습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요구되고, 학습자 홀로

학습을 진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13], 본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자기조절을 상정하였다.

2.3. 교수실재감

실재감이란 가상현실감, 매개된 원격 현존감, 현실감

등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

고 있다[17]. 일반적으로 실재감은 한 장소에 존재하고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학습자가 물리

적으로 학습 장소에 존재 할 수 없는 상황적 특성을 가

진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실재감은 학습자가 교수-학

습 상의 과정들과 상황에 실재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23]. 그렇기에,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수업이

진행될 때, 실재감은 학습 과정에 형성이 되며, 학습자

는 자신이 느끼는 학습활동이나 학습 환경에 따라 학습

상의 전반적인 과정들에서 실재감을 각기 다르게 인지

하게 된다[19]. 대학 온라인 학습 환경을 기반으로 교수

실재감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교수실재감이 학습지속의

향,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27,30]. 선행연구에 따르

면, 교수실재감은 의사소통능력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교수자의 강의전달력과 열정이 교수실재감 강화의 주요

요인임이 나타났다[27]. 따라서, 교수자는 단순히 학습전

략을 마련하는 차원을 넘어서 강의 자체에 대해 열정을

갖고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전달을 가능하게 할 수 있

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온라

인 수업 환경에서의 교수실재감은 ‘학습자 개개인에게

(Fig. 1) Research Hypo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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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자의 사회적, 인지적 과정을 촉진, 설계 및 안내하

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12], 본고에서는 교수실재

감을 Garrison 외(2001)의 연구를 바탕으로, 온라인 수

업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

도록 학습자가 인지하는 교수자의 역할 및 교수전략이

라고 정의하였다[12].

2.4. 학습몰입

학습몰입이란 기술 및 지식을 얻기 위하여 학습자가

쏟는 노력과 심리적 투자로 정의되며, 적극적인 집중,

전념, 관여 등으로 표현하는 반면 무관심, 흥미부족, 피

상적 몰입과는 대립되는 개념이다[33]. 또한, 몰입은 학

습하는데 필요한 흥미, 노력, 투자, 주의집중으로 설명되

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34]. 이와 같이

몰입은 공통적으로 학습자의 인지, 정의, 행동적 차원을

포함하여 정의되며,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 투자하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요약된다[14].

학습몰입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학습성과, 몰입 촉진

전략, 몰입의 향상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21,40,41].

Junco(2012)는 학습성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21],

수업 준비도와 같은 학습 활동들에 집중하는 수준이 높

아질수록 학습자의 인지적 신장이 향상된다고 주장하였

다. 몰입에 영향을 주는 주된 선행요인으로는 흥미, 초

인지 전략, 목표성향, 자기효능감 등이 논의되고 있다

[41].

학습자중심 학습 환경이 강조됨에 따라, 학습자는 학

습에 대한 의욕과 학습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기반으로

학습자들 개개인의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동료학습자

및 교수자와 상호작용하며 인지전략을 적용하는 노력을

쏟고 있다. 학습자들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들에서 얻

는 총체적인 경험은 주요한 학습성과이다. 특히, 고등교

육기관인 대학에서는 성취도 및 제한된 지식을 측정하

는 방법들이 주를 이룬다는 비판에 대해 몰입 변인은

학습자의 교육적 경험을 다각도로 반영하므로 이를 보

완할 수 있다[36].

2.5. 컴퓨팅사고력

컴퓨팅사고력은 컴퓨팅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이용하

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사고력이라 할 수 있다.

컴퓨터를 통해 어려운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단순히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이용하

는 것이 아닌, 학습자들이 해당되는 문제 자체를 이해하

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안해내는 것

이 중요할 것이다. Wing(2006)의 연구에서는 컴퓨팅사

고력에 대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접했을 때, 학습자

가 컴퓨터 과학자가 되어 생각해보고 해결하는 것’이라

정의 내렸고, 컴퓨터 과학 중에서 기초적인 개념을 바탕

으로 한 사람 행동의 이해, 문제 해결, 시스템설계를 포

괄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45]. ‘컴퓨팅 사고’ 기술은 컴

퓨터 과학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

게 주요한 쓰기, 읽기, 셈하기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

명의 시기를 살아가는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역량

으로 인지되고 있다[45]. 컴퓨팅사고력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컴퓨팅사고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수학습과 관련

된 연구와[9] 대학 SW교육 상황에서 컴퓨팅사고력이

향상되는 수업의 효과성에 관해 분석해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24,37]. 컴퓨팅 수업은 컴퓨팅사고력 관점에

서 수업이 실시된 이후의 역량이 수업 전 보다 유의미

하게 향상되는 것이 나타났다[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전공자 대학생이 SW교양교육을 통해 컴퓨팅사고력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컴퓨팅사고력을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고는 수도권 소재 A 여자대학교 교양 교과목 중

학습자들의 컴퓨팅사고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교육목표

로 하여 개설된 SW교양 강의 수강생 94명을 연구대상

으로 하였다. 본 강의는 A 여자대학교의 1학년 학습자

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의이며,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모두 여성이다. 본 강의는 SW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진

행되었고, 졸업 필수 교양과목에 해당된다. 비전공자 대

상의 기초강의이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정보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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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SW교육과 관련한 사전경험 유무를 조사해본

결과, 사전경험이 있었던 학생은 42명(44.7%), 사전경험

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은 52명(55.3%)이었다. SW교

육에 대한 사전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체크한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은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정보교과목을 통

해 SW교육을 1년여 기간 동안 학습했다고 답변했다.

본 강의는 1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실시간 및 비실시간

수업을 병행하여 이루어졌으며,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토론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5명씩 교수자가 무작위로

팀을 지정하였다.

3.2. 연구맥락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SW교양 강의는 주 1

회 2시간씩, 실시간 온라인 수업과 비실시간 온라인 수

업을 병행실시 함으로써 SW교육에 관한 이론과정과 실

습과정으로 실시되었다. 본 강의의 목표는 4차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 사고력인 컴퓨팅사고력을

함양시키는 것이며, 컴퓨팅사고력의 핵심요소인 문제분

해, 패턴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자동화(프로그래밍)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활동,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실습, 언플러그드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컴퓨팅사고력을 자신의

관심 분야 혹은 향후 전공영역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본 강의의 세부적인 학습 목

표 및 관련내용은 아래 <Table 1>과 같다.

3.3. 연구도구

3.3.1. 자기조절

학습자들의 자기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총 8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려대학교 두뇌동기연구소의 봉미

미 외(2012)가 고안한 인지적 자기조절(Academic

self-regulation)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4]. 본 연구도구

문항들은 학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드러나

는 학생들의 계획, 실행, 점검, 반성의 순환적 과정을 분

석해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도구의 문

항들을 본고의 맥락에 적합하게 번안하여 자기조절을

측정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진행했으

며, 측정문항들은 ‘나는 내가 학습을 수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한다’, ‘나는 나만의 학습

목표를 미리 세운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의 α는 .83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의 Cronbach의 α는 .82로 나타

났다.

3.3.2. 교수실재감

교수실재감을 분석하기 위해 Swan 외(2008)가 고안

한 교수실재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44]. 본 연구도구

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조직화와 교수설계,

직접적 촉진 2개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 연구도구의 문항을 본 연구 맥락에 적합하게 번

안하여 총 8문항을 통해 교수실재감을 분석하였다. 본

Week Learning contents

1
Introduction of subjects and changes in future
societies and the importance of software

2
Concepts and Components of Computational
Thinking

3
Computer comprehension and digital
representation and compression

4
Understanding, problem finding, and
disassembling practices through concepts
and examples of problem decomposition

5 Concepts and practices of pattern recognition

6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abstraction,
representing, and practicing

7 Concepts and representations of algorithms

<Table 1> SW Liberal Course Objectives and Contents

8 Midterm exam

9
Understanding sequential, iterative,
selective structures and scratch practice

10
Concepts of variables, program practice
using variables

11
Understanding functions and practicing
program production using functions

12
Program production practice using
understanding data structures and lists

13
Understan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racticing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s by
scratch

14 Submission of convergence project
15 Final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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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진행했으며, 측정문항들

은 ‘교수자는 학습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개념들을 탐구

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다’, ‘교수자의 피드백은 내

가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의 α는 .94였

으며,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의 Cronbach의 α는 .91로 나

타났다.

3.3.3. 학습몰입

본 연구에서는 Sun과 Rueda(2012)의 문항을 통해 학

습몰입을 측정했다[42]. Sun과 Rueda(2012)는 원격교육

기관에서 학습을 수행하는 대학생의 학습몰입을 분석하

기 위해 Fredricks 외(2004)의 학습몰입 측정도구를 번

안 및 수정 하였으며, 감성적 몰입 7문항, 인지적 몰입

5문항, 행동적 몰입 3문항으로, 총 15문항을 측정도구로

구성했다[42]. 본 측정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진행했

으며, ‘나는 SW교양 수업의 학습내용을 공부할 때, 배

운 내용을 이해했다고 확신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

을 한다’, ‘나는 SW교양 수업에서 수행하는 학습활동에

흥미가 있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했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의 α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학습몰입의 Cronbach의 α는 .89로 나타났다.

3.3.4. 컴퓨팅사고력

학습자들의 컴퓨팅사고력을 분석하기 위해 Korkmaz

외(2015) 연구에서 발췌한 컴퓨팅사고력 측정도구

(Computational thinking levels scale: CTLS)를 활용하

였다[28]. 본 측정도구는 총 22문항으로 문제해결력, 협

동심, 비판적 사고력, 알고리즘 사고력, 창의성의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측정도구는 Likert 5점 척도

로 진행했으며,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다.’, ‘어떤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것을 멈추고 그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와 같

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컴퓨팅사고력

의 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3.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데이터는 SPSS 19와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자기조절, 학습

몰입, 컴퓨팅사고력, 교수실재감과 관련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하고 검증과정을 진행했다. 둘째, 온라인

SW교양교육 상황에서 자기보고식 설문에서 수집된 자

기조절, 학습몰입, 컴퓨팅사고력, 교수실재감 데이터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진행했으며,

자료의 정규성 충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첨도 및 왜

도를 확인했다. 셋째, 자기조절, 학습몰입, 컴퓨팅사고력,

교수실재감 간 Pearson상관분석을 진행하여 측정 변인

들 간의 관계들이 유의한 것인지 알아보았다. 넷째, 학

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2)에서

발췌한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였다

[16].

4. 연구결과

4.1. 기술통계

학습자 스스로가 인지하는 자기조절, 학습몰입, 컴퓨

팅사고력, 교수실재감 수준을 조사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자기조절 평균값은 3.72(SD =

.56), 교수실재감 평균값은 4.66(SD = .44), 학습몰입 평

균값은3.87(SD = .58), 컴퓨팅사고력 평균값은 3.64(SD

= .59) 로 분석되었다. 각 변인들의 첨도 및 왜도를 알아

Variables M SD MIN MAX Skewness Kurtosis
Self-Regulation 3.72 .56 2.25 5.00 -.145 -.081
Teaching
Presence

4.66 .44 3.00 5.00 -1.503 1.738

Learning
Engagement

3.87 .58 2.33 5.00 -.170 -.518

Computational
Thinking

3.64 .59 2.00 5.00 .150 .259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n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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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 측정 변인의 첨도 절대값이 7 미만, 왜도 절대

값이 2 미만일 때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Curran 외

(1996)가 제안한 정규분포 형성 기준과 그 맥을 같이하

고 있으므로 모두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

4.2. 상관관계

각 변수간의 독립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3>과 같다. 일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값이 0.8

이상일 때 다중공선성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전체적인 상관관계는 r= .428 ～ .628로 드러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확

인할 수 있다.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 수준 .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p < .01

4.3. 학습몰입의 매개 분석

4.3.1. 자기조절과 컴퓨팅사고력 간 학습몰입의 

매개 효과

자기조절과 컴퓨팅사고력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

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ayes(2012)에서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통해 매개분석을 실시하였

고[16],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Classification B SE p CI
Self-Regulation

→ Learning Engagement
.44 .10 .00 .25 .64

Learning Engagement
→ Computational Thinking

.55 .09 .00 .37 .72

Indirect Effect .24 .07 - .11 .40
Direct Effect .23 .09 .01 .05 .41
Total Effect .47 .10 .00 .28 .67

<Table 4> Results of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Engagement
between Self-Regulation and Computational Thinking

(n = 94)

우선, 자기조절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

로 유의하였으며(B= .44, p < .01.), 학습몰입이 컴퓨팅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B= .55, p < .01) 또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이 컴퓨팅사고력에 미치는 직

접효과(B= .23, p < .05)와 총 효과(B= .47, p < .01) 또

한 유의하였다.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

핑을 통해 재추출된 표본 수는 5000 개이고, 95% 의 신

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 값은 .11 상한 값은

.40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과

상한 값 사이에 0 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

었기에, 자기조절과 컴퓨팅사고력 간의 관계에서 학습몰

입의 매개역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3.2. 교수실재감과 컴퓨팅사고력 간 학습몰입의 

매개 효과

교수실재감과 컴퓨팅사고력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ayes(2012)에서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통해 매개분석을 진행하였

고[16],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우선 교수실재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

로 유의하였으며(B= .69, p < .01.), 학습몰입이 컴퓨팅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B= .50, p < .01) 또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이 컴퓨팅사고력에 미치는 직

접효과(B= .35, p < .05)와 총 효과(B= .70, p < .01) 또

한 유의하였다.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

핑을 통해 재추출된 표본 수는 5000개이고, 95% 의 신

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 값은 .16 상한 값은

.56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과

Variables 1 2 3 4

1. Self-Regulation 1

2. Teaching Presence .437** 1

3. Learning Engagement .428** .525** 1

4. Computational Thinking .447** .519** .628** 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n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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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값 사이에 0 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

었기에, 교수실재감과 컴퓨팅사고력 간의 관계에서 학습

몰입의 매개역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COVID-19상황으로 인해 점차 온라

인 수업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는 SW교양교육 학습 환

경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교수실재감, 자기조절

과 컴퓨팅사고력 간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효과적

인 학습은 학습자료 및 보조자료 학습, 온라인 학습 환

경 접속, 강의 계획서 읽기, 토론 학습몰입, 성적확인,

과제물 제출, 평가몰입 등 모두 학습자의 몰입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32], 학습몰입을 매개변인으로 선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통

해 학습자의 컴퓨팅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학

습 과정에서 어떠한 전략방식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관

해 설계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시사점을 제안하고,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몰입은 컴퓨팅사고력과 자기조절 간의 관

계를 매개하였다. 즉, 온라인 SW교양교육 상황에서 학

습자의 자기조절이 컴퓨팅사고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동시에 학습몰입에 있어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학습자는 온라인 SW교양교육 상황에서 학습에 더

욱 몰입하게 되며, 이러한 몰입은 컴퓨팅사고력 함양에

있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인 SW교양 과목을 수강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1학

기 동안 실시간 및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수강하였다.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의 독립성

과 자율성이 높게 요구되기에,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 목표나 준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행동, 인지,

동기를 모니터링하며 조절 및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온라인 학습상황에 대해 몰입하기 어

렵다는 것이다[13]. 이와 같이 자기조절은 고정된 개념

이 아니라 교육을 바탕으로 증진될 수 있는 것이기 때

문에[43], 학습자들의 자기조절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

수자들이 지원해주어야 한다. 김성빈과 임규연(2017)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자기조절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학습이 시

작되기 전에 제공하고, 온라인 학습 환경 내에서 효율적

인 학습방법 및 자기조절의 중요성에 대해 미리 알려준

다면 학습자들은 이를 숙지하여 학습자들의 자기조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고하였다[25]. 구체적으로

자기조절에서의 행동 전략에는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고 지연행동을 방지하여 학습에 관한 최

적의 환경과 시간을 스스로 분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의미한다[7]. 뿐만 아니라 정교

화, 시연, 조직화, 계획, 조절, 점검과 같은 인지 전략은

학습자가 주도적인 행동과 생각으로 수업에 몰입했기

때문에 컴퓨팅사고력 함양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는 정시화 외(2010)가 보고한 바와 같이 자기조

절 인지전략을 사용했을 때 학습자의 추론 능력과 분석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고, 높은

학업성취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

다[18].

둘째, 학습몰입은 컴퓨팅사고력과 교수실재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즉, 온라인 SW교양교육 상황에서

학습자의 교수실재감이 컴퓨팅사고력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동시에 학습몰입에 있어서는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

가 학습과정에서 인지하는 교수실재감에 따라 학습자의

몰입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

로 컴퓨팅사고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진숙과 도현미(2020)에서 학

습성과와 교수실재감 사이를 학습몰입이 매개 하였다는

Classification B SE p CI
Teaching Presence

→ Learning Engagement
.69 .12 .00 .46 .92

Learning Engagement
→ Computational Thinking

.50 .09 .00 .31 .69

Indirect Effect .35 .10 - .16 .56
Direct Effect .35 .12 .01 .11 .60
Total Effect .70 .12 .00 .46 .93

<Table 5> Results of Mediating Effects of Learning Engagement
between Teaching Presence and Computational Thinking

(n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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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하며[8], 교수실재감과 학습성

과와 학습몰입의 관계를 살펴본 김세련 외(2015)의 연구

와 맥을 같이한다[26].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비실

시간 온라인 학습 환경과 실시간 온라인 학습 환경 모

두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

라서, 교수자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가 교수실

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교수자가 과제수행 촉진 피드백, 동기유발, 운영 및 관

리 측면의 피드백 등을 적절하게 제공할 경우 학습자들

은 교수자에 대한 인식이 향상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몰입하여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어지게 할 것이다. 이처럼 학습자의 높은 몰입

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결국 수업의 주요목표인 컴퓨팅

사고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 판단한다. 따

라서 학습자가 인지하는 교수실재감을 올바르게 형성하

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실시할 때

에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높은 몰입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교수실재감과 학습

몰입은 따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닌 학습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교수자가 제시한 과제, 토론, 강의, 퀴즈 등의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부족한 학습 자료나

보충지식은 질문을 하거나 스스로 찾아 이해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호기심과 동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실생활의 문제들과 SW교양

교과영역이 융합된 과제들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학습

을 촉진하거나, 교육목표 및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성

과를 시각화하여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활용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자기조절능력, 학습몰

입, 교수실재감을 높이는 것이 컴퓨팅사고력 함양에 있

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온라인 SW교양교육 환경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몰입을 향상시키고, 수업 목표인 컴퓨팅사고력

을 함양시키기 위해, 학습자가 수업 과정에서 자기조절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안하여, 학습자가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교수실재감을 촉진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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