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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교육 훈련특성이 개인 특성과 교육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SW Education Training 
Characteristics o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Outcomes

박철훈*, 이신복**

Chol-Hoon, Park*, Sin-Bok, Lee**

요  약  최근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코딩이나 관련 
교육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 또는 실제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에 문제
점은 사회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훈련특성들을 세분화시켜 개개인의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교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보고자 한다. 그 결과 SW
교육 과정과 SW 교육 교수는 개인 특성 중 전공역량과 학습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W 교육환
경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특성은 교육 결과에 만족에는 모두 정(+)의 영향을 불만족에
는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W 교육 과정과 SW 교육 교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
는 결과이며, SW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Abstract  Today is the era that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training is emphasized. However, the
problem of the issues on the question how the coding or related educations according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re applied or utilized actually or that the correlation with the actual 
enterprises is facing with social and realistic problem.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what 
impa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has on the educational outcomes on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by segmenta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which, this study examined what impact it has on the educational outcomes. As a result, it was shown
that the SW education course has positive (+) impact on the major competence and learning 
performance out of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and SW educational environment does not have nay
impact. In addition, it was shown tha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have positive impact on all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al outcomes and the negative impact on all the dissatisfaction of educational
outcomes. These result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SW educational course and SW education 
teaching and deemed to be results to make us to think about the SW educational environment again.

Key Words : SW education, characteristics of SW education, educational outcom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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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근래에 한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산
업의 구조, 그리고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
는 이론적 틀이 아주 크게 변하고 있다[9]. 이에 인문이나 
사회 그리고 직업, 미래 가치 등이 각각에 자리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실현되고 있다[1,18].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 흐름 속에서 과거에서부터 문
화적인 측면이나 경제 등을 이끌어 갈 원인이 발견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직업 그리고 미래 가치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변화를 중
요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난 이후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경쟁력
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재를 육성 해야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에 교육의 특
성과 방향이 그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4,50]. 

또한,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가는 첨단분야는 클라우
드, 빅데이터 그리고 IoT(사물인터넷)와 AI(인공지능) 등
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과학기술들은 소프트웨어(SW; 
software)가 중심 요소에 있다. 즉, 혁신적인 SW의 개발
을 통해 미래 인재의 양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재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이 대표적일 것이다[56]. 

이에 발맞추어서 각각의 OECD 국가들은 SW 교육에 
대해서 정규 교과를 준비하여 도입하고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SW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방안
을 모색하고 교육을 실행하고 있지만, 과거 진로와 입시
에 필요한 주입식 교육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
에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SW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76].

이에 따라 국내 SW 교육 필요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SW 교육 강화나 비 IT계열 대상
자에 관한 연구 그리고 SW 인식 비교 연구 등이 주를 이
루고 있다[29,47,71]. 그러나 국내에서의 SW 교육은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도입되어진 역사가 많이 짧고, 그리고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얼마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
수법이나 학습법 등에 관한 연구 및 효과성 검증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도입을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시간적으로
나 물질적으로 많이 부족함을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74]. 

또한, 국내 SW 시장 사정은 더 열약한 편이다. SW 자
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치 인식 부족, 그리고 기업 경쟁
력에 대한 취약과 더불어 개발자의 처우의 부족함 등이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SW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맞춤형 
SW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0,19]. 

이에 따라 맞춤형의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SW 
교육을 설계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야 할 것이다. SW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
한 교육이 SW 교육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과 이들이 나아갈 SW산업으로의 진출
을 기피하는 현상들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교
육환경의 개선, SW 교육을 통한 진로 설정을 위한 긍정
적인 가치관 형성 등과 더불어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SW 교육 훈련특성이 개인 특성을 통
해 교육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피고
자 한다. 이를 통하여 관련 SW 교육 기관, 관련 기업, 정부 
관련 부처 및 정책 분야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SW교육의 개념과 특성
미래창조과학부(2014)에서 SW 교육은 ‘컴퓨팅 시스

템의 역량을 고려한 자료의 수집·분석,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 과정을 통해 지식을 창조하는 일련의 컴퓨팅 사고
력 교육’으로 정의를 내리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국가
적 추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융합을 통한 학생들
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길러주기 위해 SW 교육을 초·중
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  현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SW에 대한 인식 재고와 더불어 SW를 활용하고 개
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중학교, 
2019년부터는 초등학교에서 SW 교육을 전면 의무화하
여 실시한다[24]. 

이처럼 SW 교육은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역
량인 컴퓨팅 사고력 신장에 도움을 주는 교육이다. SW 
교육은 단순히 컴퓨터 활용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서 컴퓨터를 활용
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효율적으로 해결과정을 만들
어 내는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SW교육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먼저 인
식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추
세이다. 영국, 에스토니아, 인도, 이스라엘, 핀란드, 호주 
등은 이미 필수적으로 SW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미
국은 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일본, 중국 등은 SW교육 환
경을 조성하는 중이다[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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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교육이 세계적인 교육 흐름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포함되기 전에도 교육현장에서는 ‘프로그래
밍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많은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해외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주로 개인들이 지식정보사
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양을 갖추는데 있다[66]. 이
를 실제 교육현장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은 교사로서 일
부 국가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
음에도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교사의 수준에 의구심을 보
이기도 하지만 교사들은 새로운 ICT 교육과정에 관심이 
높고 ICT 교육 및 학습에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80,82]. ICT 교육과정과 교사의 인식에 관련한 연구로서 
Vanderlinde·Van Braak (2011)는 교사들은 교육 혁신
과 커리큘럼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Tondeur et al. (2007)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ICT는 교육과정 개발에 뚜렷한 영향 
미치고 있으며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얻
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지식, 기술 및 태도의 결과물을 정
리해 ICT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21세기는 정보기술과 함께 
폭증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선택, 판
단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 활용 능력이 필수적인 사회
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사회가 교육정보화의 고
도화 단계임에도 ICT 활용수준이 학교 현장에 서는 충분
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45,46]. 또한, 소프트
웨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갑수(2017)는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교육을 원활하게 실시하려
면 ICT에 대한 학생들의 배경 변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이미 현대 사회에서는 SW와 컴퓨터가 생활과 산업
의 중심에 놓여있는 시대로, 모든 분야에 컴퓨팅 사고력
이 필요하다. 이는 SW 교육 대상이 전공과 관련 있는 학
생 뿐 아니라 전공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프
트웨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42], SW 교육은 
전공과의 관련성이 높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들과 비
슷한 수준으로 수강 의향을 보이고 있는 단과대 학생들
을 위한 SW 교육과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63].

2. Herzberg 2요인 이론과 SW교육
2요인 이론은 Maslow의 5단계 욕구 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개된 내용이론으로 Herzberg가 직무에 
관한 사람들의 태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주
장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직무와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충족시켜주는지의 여부에 따라 만족도가 오르내리는 것
이 아니라 어느 요소를 충족시키는지에 따라 증상이 다
르며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
였다[13].

2요인 이론에서 주목할 점은 만족과 불만족을 일원적
인 것이 아니라 이원적인 것으로 보고, 만족과 불만족이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고 정의한다는 점이다[53]. 그래서 
높은 만족이 반드시 낮은 불만족으로 인식되지 않고, 높
은 불만족 역시 낮은 만족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비록 2
요인 이론은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로 시작됐지만, 최근 
IS연구에서도 등장하고 있다[63]. 이용자에게 상품 및 서
비스를 활용하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허용요인과 이용자
의 활용을 방해하는 방해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허용요인과 방해요인은 이용자의 개인의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72]. 그리고 Herzberg의 이론은 긍정과 
부정적 감정에 대한 연구[8]와 개인 간의 신뢰와 불신에 
대한 연구[61]등 다른 연구에서도 적용되었고, 이러닝의 
학습성과를 측정한 연구[17]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W교육이 정규 교과에 도입됨에 따라 
교육결과에 대한 수혜자의 불평,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와 관련한 부정적 행동이나 태도변수를 
이해하는데 있어 유용할 것이다.

Ⅲ. 연구 모형 및 가설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이론과 실증결

과들을 바탕으로 SW교육 교육훈련특성과 개인특성이 교
육 수혜자들의 교육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SW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을 진행하는 교수와 교
육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우수한 SW 인재가 될 
수 있도록 SW 교육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SW 
교육 교수의 역량이 높을수록 개인의 학습성과와 전공역
량이 높을 것이다. 한편, SW교육 환경과 교육과정 역시 
SW교육에서 상당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교육과정, 교육 교수, 교육환경 등의 SW 교육 특
성이 개인 특성을 통해 교육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개인 특성을 전
공역량과 학습성과로 구분하여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SW 교육결과의 만족과 불만족이 SW 교육 성과와 직결
되는 특성임을 감안하여, 이를 종속변수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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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교육 훈련특성을 세분화하여 개개인의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고자 다음의 그림 1. 과 같은 연
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가설
SW교육 강화의 국제적 현상은 현재 사회와 산업에서 

SW가 가지는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역량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그 배경이 
있다[33]. SW교육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
구들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데, 대부분 SW 교육 프로
그램 전후의 단기적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22,84]. 이기육
(2018)은 교육 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
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하였는
데, 담당 교수의 강의내용, 수준 등의 교육요인, 등록금, 
장학금 등의 복지요인, 강의실 등의 시설요인, 교직원 등
의 인적요인 등이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하였다. 또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강사의 능력과 교육 
훈련 전이 정도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고 분석하였다[20]. 

박정호(2015)의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기반의 SW교
육을 실시하여 SW개념, 구현능력, 교육 태도가 향상되었
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고, 김수환·한선관(2012)의 연
구에서는 디자인기반학습을 적용한 컴퓨팅 사고력 효과
성 연구를 통해 디자인 기반학습이 컴퓨팅 사고력과 함
께 자기 프로그래밍 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
육은 지식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실습과 활동 위
주의 교육이므로 학습자의 자발적아고 주도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학습자중심의 교수학습전략이 필요하다[73].

최근 미국대학협의회와 하트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인들과 고용주들의 95%가 기
업현장의 혁신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식과 스킬을 중요시

하였으며, 대학의 전공교육보다는 비판적 사고능력, 명확
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복잡한 문제해결능력을 손꼽았다
[12]. 박성희(2016)는 SW교육에 있어 컴퓨팅 사고력 수업
이외에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연계적인 교육과정도 마
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필수 컴퓨팅 사고력 수업 외에
도 더 높은 수준의 SW교육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관련 
코스를 개설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 캡스톤, 해커톤, 전시
회, 융복합전공 개설, 학교 외부 커뮤니티 연계 프로그램, 
로봇을 활용한 r-learning 프로그램 등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기회를 제공해야한다[51,86].

H1-1: 교육 훈련 특성 중 SW 교육과정은 개인 특성
에서의 전공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교육 훈련 특성 중 SW 교육과정은 개인 특성
에서의 학습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제 교육현장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은 교사로서 수업현장에서 교사의 ICT 활용도가 중요
하다[46]. 이문수 외(2018)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들의 
ICT 능력은 학교 ICT 자원이 높은 집단에서 컴퓨터 정
보 소양에 긍정적이었으므로 컴퓨터 정보 소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지원과 함께 교사의 
ICT 능력 및 수업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인적지
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동욱·강민채(2012)는 교사들
의 ICT 활용 현황과 수업에서 ICT 활용에 대한 교원 연
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효과성에서 ICT 활용 수업
이 학습 내용과 개념 이해를 돕고, 수업목표 달성에 효과
적이라는 것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지만 학습자 중심 
수업과 고차원적 학습 촉진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
였다[32].

동일하게 설계되거나 내용을 지닌 훈련에 임한다 하더
라도 어떤 누가 교육을 시키는가의 문제는 중요하게 작
용되는데, 교육 설계와 내용이 학습자에게 전달되는 동안 
교육 강사의 능력치에 따라 영향을 받아 달라질 것이고
[26], 교수의 피드백이 많고 상호작용이 활발한 강의에 대
한 학생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16]. 교육 훈련에 참
가하는 강사의 역량에 대해 참가하는 학습자의 반응이 
긍정적일수록 현업에서 교육 훈련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
을 알 수 있고[26], 대학교육에서 교수는 학생들이 대학이
라는 교육환경에 적응하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수행하
도록 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학생과 교
수의 활발한 교류는 학생의 학습성과를 높일 수 있다
[6,14,50]. 

H2-1: 교육 훈련 특성 중 SW 교육 교수는 개인 특성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IBC)
Vol. 20, No. 2, pp.247-259, Apr. 30, 2020. pISSN 2289-0238, eISSN 2289-0246

- 251 -

에서의 전공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교육 훈련 특성 중 SW 교육 교수는 개인 특성

에서의 학습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지식습득방법과 학습의 장
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교육방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
왔다[3].

새로운 교실 환경은 디지털기술이 내재된 물리적 학습
공간을 말하는데, 3차원 스캐너, 아이패드, 키보드 등 다
양한 디지털 장비를 직접 사용하여 창조적인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열린 학습공간이다[47].

SW 교육은 동시에 대형 강의, 온라인 강의, 실습 등과 
같은 융복합적인 방식의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이
를 지원해줄 수 있는 풍부한 교육자원이 갖추어진 교육
환경 시스템도 같이 요구되며[73], 학생이 지각하는 수업
환경은 학업성취나 학업촉진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77].

아울러, 새로운 정보기술이나 새로운 지식습득을 해야 
할 시기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나 프로세스가 제공 될
지라도 학습자가 기술을 이용하지 않거나, 개인에 따라 
이용능력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정보기술을 통한 효율성
이나 학습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이에 개인들이 
그 기술을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채택하고 학습하는지에 
대한 물음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개인의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미디
어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행동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교육의 질은 주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교육인프라의 질에 의해 결정될 것인데, 교육과정의 질은 
전공교육, 교양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교수자의 연구와 
교육능력에 의해 좌우 될 것이고, 교육인프라의 질은 학
습지원, 시설지원, 재정지원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
다[19]. 이 중에서도 대학생들의 학습성과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수·학습의 결과물로서 고등교육의 효과성을 제
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뤄지고 있다[74,88]. 이러
한 학습성과는 고등교육을 받으며 얻게 되는 개인적 변
화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능력, 성취 등으로 측정
되는데[67], 대학생의 학습 성과에 대한 인식은 핵심역량
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19]. 

H3-1: 교육 훈련 특성 중 SW 교육환경은 개인 특성
에서의 전공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교육 훈련 특성 중 SW 교육환경은 개인 특성
에서의 학습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Olive의 기대/불일치 이론(Expectation disconfirmation 
theory: EDT)[69]에 의하면 보통 소비자의 기대와 평가 
간의 차이가 만족 또는 불만족으로 표현된다. 기대보다 
실제적인 평가가 높으면 만족을 보이고, 기대보다 실제 
평가가 낮게 나오면 불만족이 나타난다[4].

일반적으로 소비자 만족과 관련된 연구들은 카도조[4]

에 의해 체계적인 연구되어, 최근까지 몇몇 소수 연구자
를 제외하고 대부분 만족과 불만족을 대비되는 개념으로 
가정해 왔다[58].

선행 연구자들은 소비자의 만족, 불만족의 기대와 지
각된 성과 만족 또는 기대와 지각된 보상 만족과의 영향
을 파악하고 있다. 만족과 불만족은 감정의 평가로써, 순
수한 감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58]. 즉, 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고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만족한 소
비자로 이해했기 때문에 실제 만족하지 않은 소비자가 
불만족 했는지, 아니면 비만족(nosatisfaction)했는지 
고려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만족/불만족에 대
한 이 같은 일원적 접근(만족과 불만족의 일차원성)은 만
족과 불만족에 각기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점을 전혀 고려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반해 대학 교육은 교육 서비스로 볼 수 있고, 이 
교육 서비스로 인한 수업 만족을 기대-불일치 이론을 통
해 밝혀준 선행 연구[27]가 있다. 이 선행 연구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소비학적인 연구에 정립된 기
대/불일치 이론을 가지고 SW 교육에 대한 학습자들의 
교육 결과에 대한 만족이 일반적인 경영학의 소비자 만
족과 동일한 이론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이에 
따른 교육 결과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
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 특성과 교육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여러 선행연구
에서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 특성은 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전산세무회계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시
스템 특성 및 개인적 특성이 교육만족도를 매개로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적 특성이 교육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 특성은 교육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26]. 또한,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효과를 진단하는데, 
많이 이용되는 것이 학업성취도이다[10]. 학습 성과를 측
정하는 학업 성취도는 학습자가 수업 이후 변화와 발달, 
지식 등을 습득한 결과를 알려주는 중요한 학습효과 중 
하나이다[10,83]. 학습 성과는 학습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학습 목표를 달성 여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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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83].
전공역량(major competency)은 전공 공부를 지속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10]. 전공역량의 명료화는 
과거, 현재, 미래의 역량을구분하여 학점과 전공 만족도, 
전공 기반 비전 창출 각오를 통해 알아보았고, 창의성 요
인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0].

선행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의 교육 효과를 
알 수 있는 지표는 학습 성과와 전공 역량이다. SW 교육
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각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창
의적 요인들에 대한 학습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27]. 이에, 선행 연구들에서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의 개
인적인 특성 중에 창의성 요인의 영향력[10]을 보일 수 있
는 전공 역량과 학습 성과의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SW 교육 결과로서의 만족/불만족은 대학 SW 교육 특성
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전공역량, 학습 성과의 획득이나, 학
생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의 반
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
자 한다. 

H4-1: 개인 특성에서 전공역량은 교육결과에서의 만
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개인 특성에서 전공역량은 교육결과에서의 불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1: 개인 특성에서 학습성과는 교육결과에서의 만
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2: 개인 특성에서 학습성과는 교육결과에서의 불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표본설계와 측정 도구
본 연구의 대상은 SW 교육 훈련 특성이 개인 특성을 

통해 교육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묻는 설문을 실
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무작위 추출법이 이용되었는데, 
경기도와 충정도에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
문지 180부 배포하여 180부를 회수하였으며 그중 불성
실한 응답을 한 6부를 제외한 총 174부가 분석에 사용되
었다. 설문 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2
주간 진행되었다. 변수들에 대한 측정항목은 선행연구들
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설
문을 통한 각 구성 개념에 대한 모든 질문은 해당 질문에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세부항목

은 표 1. 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구분 변수 측정 문항 참고문헌

독
립
변
수

교육
과정

내가 수강했던 SW 교육 수업에서 다루어진 
세부 주제들은 나의 전공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9,
48, 70]

내가 수강했던 SW 교육 수업에서는 나의 
전공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제공되었던 것 같다.
내가 전공하는 수업에서 필요한 것들이 내가 
수강했던 SW 교육 수업에서 잘 반영 되어 
있었던 것 같다.

교육
교수

내가 수강했던 SW 교육 수업교수는 교육 
내용적인 면에서 전문지식이 뛰어났다고 
생각한다.

[9,
48, 70]내가 수강했던 SW 교육 수업교수의 교육과정 

진행속도는 적절하게 임하였던 것 같다.
내가 수강했던 SW 교육 수업교수의 강의기술은 
뛰어났던 것 같다.

교육
환경

내가 수강했던 SW 교육 수업과정에서의 교재, 
학습지원, 시청각자료 등은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있어 유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다.

[9,
48,
70]

내가 수강했던 SW 교육 수업은 교재나 학습 
도구 등이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에 맞게 적절히 
제공되었던 것 같다.
내가 수강했던 SW 교육 수업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나 실습 장비 등은 교육 활동을 
도와주는 데 적절했던 것 같다.

매
개
변
수

전공
역량

나는 SW 교육 수업을 통해 나의 전공 기술이 
향상되었다.

[66]나는 SW 교육 수업을 통해 나의 전공 수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나는 SW 교육 수업을 통해 전공 수행의 질적인 
수준이 높아졌다.

학습
성과

나는 SW 교육을 통해 나는 되돌아보게 되었다.

[42]
나는 SW 교육을 통해 삶의 활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높아졌다.
나는 SW 교육을 통해 세상을 보는 생각이나 
가치가 달라졌다.

종
속
변
수

만족

나는 내가 수강했던 SW 교육 수업에 대한 
선택은 잘한 일이다.

[7, 57]내가 수강했던 SW 교육 수업에 대한 나의 모든 
경험은 만족스럽다. 
내가 수강했던 SW 교육 수업으로 행복감을 
느낀다.

불만
족

나는 내가 수강했던 SW 교육 수업에 대해 
불만족스럽다.

[7, 57]나는 전반적으로 내가 수강했던 SW 교육 
수업에 대해서 불만족 한다. 
나는 내가 수강했던 SW 교육 수업에 대한 
선택은 잘한 일이 아니다.

표 1. 측정항목
Table 1. list of measurement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실증연구 대

상자에 대한 인구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또한 연구 모형에 포함된 각 변수의 
인과관계, 설정한 각 경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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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Table 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items

변수 측정항목 요인적재량 측정오차 Cronbach's α C.R AVE

SW 교육 과정
과정3 0.776 0.366

0.863 0.876 0.838과정2 0.884 0.211
과정1 0.823 0.299

SW 교육 교수
교수3 0.839 0.192

0.833 0.902 0.869교수2 0.804 0.207
교수1 0.732 0.211

SW 교육 환경
환경3 0.805 0.215

0.874 0.934 0.908환경2 0.904 0.089
환경1 0.822 0.15

전공 역량
역량3 0.904 0.157

0.891 0.905 0.872역량2 0.841 0.269
역량1 0.827 0.272

학습 성과
성과3 0.899 0.143

0.880 0.910 0.878성과2 0.855 0.208
성과1 0.764 0.279

만족
만족3 0.848 0.252

0.886 0.918 0.889만족2 0.902 0.112
만족1 0.813 0.221

불만족
불만족3 0.845 0.179

0.935 0.960 0.943불만족2 0.945 0.063
불만족1 0.942 0.07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
석을 하였다. 즉, 측정모델의 개발은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측정모델의 개발을 통해 요인들의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모
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 을 이용한 구조방정
식 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Ⅴ.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 이용된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로는 남성이 63명(36.2%), 여성이 111명
(63.8%)의 분포를 보였고, 전공별로는 예체능이 44명
(25.3%), 인문이 3명(1.7%), 자연이 55명(31.6%), 공학
이 43명(24.7%), 사회가 29명(16.7%)로 나타났다. 그리
고 대학 소재로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생으로는 36명
(20.7%), 충청도에 있는 대학생으로는 138명(79.3%)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졸업 후 희망진로 유형으로는  취
업하겠다는 인원이 76명(43.7%)로 가장 많았으며, 아직 
잘모르겠다는 인원이 58명(33.3%), 진학 및 유학이 21명
(12.1%), 창업이 10명(5.7%), 고시준비가 6명(3.4%), 기
타가 3명(1.7%)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최종 수집된 데이터(n=174)로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

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사와 타당성 검사가 
있다. 이 중 타당성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통한 측정항
목의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신뢰성 검증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ronbach's 
α 계수(0.7 이상)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AMOS 24.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중 요인적재 값을 집중 
타당성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요인적재
량은 ±0.4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27,32].

판별 타당성은 유사한 두 개의 개념이 뚜렷이 구별되는 
정도를 검증하며, 이를 위해 Fomell and Larcker(1981)가 
제시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Pearson 상관 관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구성 개념에서 AVE의 제곱 값이 해당 구성 개념과 다른 
구성 개념 간의 상관 계수 값을 초과하면 판별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32].

표 2. 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성 및 타당
성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뢰성 측정 결과 신뢰성
을 저해하는 항목은 없었으며, 신뢰성 검증에 사용된 
Cronbach's α 값은 0.833에서 0.935로 분포되어 권장
치(0.7 이상)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신뢰성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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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구성 개념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Table 3. Correlations among Constructs

요인
요인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SW 교육 과정 0.838 　 　 　 　 　 　
SW 교육 교수 .277** 0.869　 　 　 　 　 　

SW 교육 환경 .260** .718** 0.908　 　 　 　 　
전공 역량 .682** .287** .273** 0.872　 　 　 　

학습 성과 .492** .268** .244** .636** 0.878　 　 　
만족 .580** .527** .459** .570** .598** 0.889　 　

불만족 -.353** -.539** -.412** -.307** -.348** -.566** 0.943　
평균 3.148 3.910 3.893 2.966 3.199 3.487 2.065

표준편차 0.860 0.651 0.645 0.853 0.769 0.767 0.738
** p<0.01 대각선에 있는 수치는 평균 분산 추출 값(AVE)임

표 4. 가설검증 결과
Table 4. Hypotheses Testing Results

연구문제 경로 경로계수 결과

H1-1 SW 교육 과정 -> 전공역량 0.749*** 채택
H1-2 SW 교육 과정 -> 학습성과 0.585*** 채택

H2-1 SW 교육 교수 -> 전공역량 0.316** 채택
H2-2 SW 교육 교수 -> 학습성과 0.413** 채택

H3-1 SW 교육 환경 -> 전공역량 -0.160 기각
H3-2 SW 교육 환경 -> 학습성과 -0.207 기각

H4-1 전공역량 -> 만족 0.304*** 채택
H4-2 전공역량 -> 불만족 -0.138* 채택

H5-1 학습성과 -> 만족 0.406** 채택
H5-2 학습성과 -> 불만족 -0.291*** 역 채택

*:P<0.1, **:P<0.05, ***:P<0.01, ns: Not Significant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요인적재 
값 역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
나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평균분산추출 값을 이용한 판별 타당성
은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확보된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 문항의 내적 일관성 
및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표 3. 은 측정모
형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측정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후에, 수집된 데이터
가 연구 모형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AMOS를 사
용하여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
도 검증은 총 21개의 측정항목으로 실시하였다. 적합도 
검증은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GFI 
(Goodness-of-fit Index) 0.9 이상이며, NFI(Normed 
Fit Index) 0.9 이상,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0.05 이하, CFI (Comparative Fit Index) 

0.9 이상에 대한 p값(>=0.05)등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적합도는 = 288.045 

(df=168), p = 0.000, /df = 1.715, GFI = 0.863, 
NFI = 0.903, CFI = 0.956, RMR = 0.034로 대부분의 
지수가 권장치를 충족하게 나타나 적합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곧 본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가 연구 모형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산추출지수가 각 요인의 
상관 계수의 제곱 값보다 크게 나타났다[4]. 이를 통해 구
성 개념들 간의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3. 연구 모형 검증결과
총 174개의 데이터로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후 연

구 모형에서 제시한 변수들 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구조 방정식(SEM)을 실시하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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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첫 번째 결과는 구조모형의 적합도 정도이다. 구

조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423.591 (df=176), p = 

0.000, /df = 2.407, GFI = 0.802, NFI = 0.857, 
CFI = 0.910, RMR = 0.075로 나타나 연구가설의 검증
에는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번째 구조방
정식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경로계수(β)이다. 
이는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의 정보를 나타낸다[27].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SW 교육 훈련 
특성 중 SW 교육과정은 개인특성에서 전공역량과 학습
성과에 각각 0.749(p<0.01), 0.585(p<0.01)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두 채택이 되었다. 
두 번째로 SW 교육 훈련 특성 중 SW 교육 교수는 개인
특성에서 전공역량과 학습성과에 각각 0.316(p<0.05), 
0.413(p<0.05)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
의하여 모두 채택이 되었다.

세 번째로 SW 교육 훈련특성 중 SW 교육환경은 개인
특성에서 전공역량과 학습성과에 각각 –0.160, -0.207
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
로 모두 기각되었다. 

네 번째로 개인특성 중 전공역량은 교육 결과에서의 
만족과 불만족에 각각 0.304(p<0.01), -0.138(p<0.1)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두 채택
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특성 중 학습성과는 교육 결
과에서의 만족과 불만족에 각각 0.406(p<0.01), -0.291 
(p<0.01)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두 채택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표 5. 에 제시되
어 있고 이를 종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 와 같
이 요약 된다.

그림 2. 구조방정식 결과
Fig. 2. Structural equation results 

Ⅵ.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4차 산업 혁명에서 추구하는 창의력이 필요

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SW 교육의 최
대의 효과를 위해 SW 교육 특성에 따라 개인 특성과 교
육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알아보며, SW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 수업 역량과 과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내 SW 
교육의 기반이 되고자 하였다.

이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연구 변수를 설정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검증하여 시사점을 발견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SW 교육 훈련 특성 중 SW 교육과정은 개인특
성 중 전공역량과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 과정에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검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육과
정을 잘 받아들이면 전공역량이 높아질 뿐 아니라, 학습 
성과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둘째, SW 교육 훈련 특성 중 SW 교육 교수는 개인 특
성 중 전공 역량과 학습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SW 교육 교수의 능력이 높을수록 
전공 역량과 학습 성과에 영향을 주며, 학습 성과에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개인 특성 중 전공 역량이 교육 결과 중 만족에 
대해 영향력은 긍정적으로, 불만족에는 부정적인 영향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공 역량이 높을수록 교
육에 대한 만족은 높아지고, 불만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 특성 중 학습 성과가 교육 결과 중 만족에 
대해 영향력은 긍정적으로, 불만족에는 부정적인 영향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습 성과가 높을수록 교
육에 대한 만족은 높아지고, 불만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에 대한 만족은 전공역량이 높아지는 것보
다 학습 성과가 높아질수록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SW 교육을 하고 있는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
니라 지역적 한계를 가진 대학에서 SW교육을 받는 대상
으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 제약이
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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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SW 교육 훈련과 개인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선
행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는 많은 영향 요인
들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개인 특성을 통한 교육 
결과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아서 많은 영향 요인들
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요인이 외에
도 고려해야 될 많은 개인 특성 요인과 교육 결과에 대한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셋째, SW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적 가치에 따라 SW 교육 훈련특성들을 통해 개인적 특
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향후 이 방향성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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