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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CT)는 2015 
개정 과학교육과정 및 미국의 차세대 과학교육표준
(NGSS)에서 새로운 탐구 기능 혹은 역량으로 제시되

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교육부가 소프트웨어 교육
을 필수화함에 따라 컴퓨팅 사고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교육 분야에서도 컴퓨
팅 사고를 접목한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하
고 있다(Han & Kim, 2019; Hwang, Mun, & Park, 
2016; Lee, Kim, & Kim, 2018; Sneid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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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Weintrop et al., 2015).

컴퓨팅 사고는 교육계에서는 Wing(2006)이 처음으
로 소개를 하며, 21세기 기본 소양 중 하나라고 주장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Selby & Wollard 
(2013)은 1930년대 Gödel Kurt가 제안한 재귀함수의 
평가를 위한 machanical steps를 컴퓨팅 사고의 초
기 개념으로 보았다. 이후 1960년대에는 대학의 컴퓨
터 과학 교육과정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는 정
보화 과정으로 이해되며, 컴퓨팅 사고 안에 ‘알고리즘’
이라는 요소를 확립하였다. 여기서 ‘알고리즘적 사고
(algorithmic thinking)’가 컴퓨터 과학에서의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 나타나게 된다(Selby & Wollard, 
2013). 또한, 1980년대에 들어 Arden & 
Vaegan(1983)이 자동화(automation)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컴퓨팅 사고를 기기 혹은 프로그래밍과 연결
하여 제시하면서 ‘자동화’라는 요소를 확립하게 된다.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팅 사고라는 역량을 본
격적으로 논하게 된 것은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
듯이 Wing(2006)이 컴퓨팅 사고를 새로운 문제해결 
전략 혹은 그 능력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며, 4차산업혁
명과 함께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컴퓨팅 사고가 확
산되기 시작하였다. 

컴퓨팅 사고의 요소들은 컴퓨터과학 분야에서 처음
으로 소개되었으나, 컴퓨터 과학 학문 분야나 프로그
래밍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에 국한되기보다는 일반적
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해
결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고 과정에서 사용하는 
요소라고 정의되고 있다(Wing, 2006). 또한, 현대에는 
문제해결과정을 컴퓨팅으로 구현하거나 그 결과를 모
델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과정을 컴퓨팅 
사고의 실천과정으로 보기도 한다. 미국의 ISTE 
(International Society for in Education)와 
CSTA(Computer Science Teacher Association)는 
컴퓨팅 사고를 “컴퓨팅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의 9가지 
구성요소로 자료 수집, 자료표현, 자료 분석, 추상화, 
문제분해, 알고리즘과 절차, 시뮬레이션, 자동화, 병렬
화를 제시하였다(ISTE & CSTA, 2011). 또한, 미국의 
차세대 국가 과학 교육과정인 NGSS에서 강조하고 
있는 3가지 핵심 요소 중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s의 8가지 요소에서도 4번째로 ‘Using 
mathematics and computational thinking’을 제시
하며 과학교육과정에서 수학적 사고와 컴퓨팅 사고를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NRC, 2012). 

한국의 2015개정 교육과정은 컴퓨팅 사고를 직접 
언급은 하지 않으나 교육과정 발의 후 교육부에서 발

의한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MOE, 2015a)을 통
해 컴퓨팅 사고를 교육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다른 선진국에서처럼 저
학년부터 컴퓨팅 사고를 기르기 위한 소프트웨어 교
육의 시행을 강조하였고, 컴퓨팅 사고는 정보 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수학, 과학 언어, 사회 등의 다
양한 교과에 반영하여 지도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
히 교육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강조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컴퓨팅 사고 단계를 제시하였다(MOE, 2015a). 
따라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은 전 교과에
서 컴퓨터 교육이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MOE, 
2015b). 이에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에서는 컴퓨팅 사
고를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 역량의 강화를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해결 역량을 지닌 인재 양성을 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 방향에도 다음과 같이 컴퓨팅 사고를 의미하는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초 탐구 과정(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의사소통 등)과 통합 탐구 과정(문제 인식, 가
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
반화 등),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 모형의 
개발과 사용, 증거에 기초한 토론과 논증 등의 
기능을 학습 내용과 관련시켜 지도한다(MOE, 
2015c).

미국의 NGSS와 한국의 2019 개정 과학과 교육과
정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먼저 NGSS의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s는 ‘컴퓨팅 사
고를 활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한국의 
201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는 컴퓨팅 사고가 소프
트웨어 교육에서부터 나온 용어로 여겨져, 컴퓨팅 사
고를 활용하는 문제해결 단계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포함하고 있으
며, 이를 ‘자동화’ 단계로 보고 있다. 즉, 컴퓨팅 사고
를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
이라고 하여 컴퓨팅 사고보다는 컴퓨터(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컴퓨팅 
사고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
니다. 실제로 언플러그드 활동(unplugged activity)이
라고 하는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전략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컴퓨팅 사고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며, 컴퓨팅 사고는 컴퓨터의 
활용과 상관없이 컴퓨터 과학의 일부로 컴퓨팅의 기
본적 원리와 개념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
결하는 사고 과정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컴퓨터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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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교수-학습 방법과 컴퓨팅 사고를 활용한 교수-
학습 방법은 유사하거나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컴퓨팅 사고를 활용한 교수-학습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내의 컴퓨팅 사고에 관한 연구는 기술 
교육을 비롯한 컴퓨터 및 정보 교육에서 많이 이루어
져 있는데, CSTA의 컴퓨팅 사고 요소를 이용한 수업 
개발 및 평가 루브릭을 소개하거나(Choi, 2014), 창의
성 향상을 위한 문제해결 모형에도 CSTA의 컴퓨팅 
사고의 요소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Oh & Ahn, 
2013), CSTA에서 정의한 9가지 요소의 컴퓨팅적 활
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과학교육계를 중심으
로, 컴퓨팅 사고를 활용한 문제해결(Hwang, Mun, & 
Park, 2016; Kim & Choi, 2019)이나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Park & Park, 2018; Park & Green, 
2019)가 소수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그 양이 많지는 
않다.

현재 과학교육의 패러다임인 STEAM 교육에서 융
합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차 산
업과 관련된 컴퓨팅 사고의 접목은 꼭 필요한 방향이
다. 하지만 컴퓨터 및 정보 교육에서 말하는 컴퓨팅 
사고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 과
학교육에 적합한 재정의가 필요하다(Foster, 2006; 
Park et al., 2015a,; NRC, 2010; 2012). 과학과의 
STEAM 교육은 우리 생활에서 겪게 되는 과학 관련 
쟁점이 무엇인지를 찾아, 쟁점과 관련된 요인들을 찾
고, 각 요인이 가지는 비중을 결정하면서, 다양한 해
결책을 찾아서 그 중 최적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
아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적절하게 컴퓨팅 사고
를 접목하여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면 학생들
은 과학과에 적합한 새로운 컴퓨팅 사고를 경험할 수 
있다(Park et al., 2015b). 

따라서, 본 연구는 컴퓨팅적 사고의 요소들이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전 연구 결과에 
기반을 두어, 과학에서 문제해결과정의 대표적인 사례
로 활용되는 탐구 단계의 일련의 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우고 컴퓨팅 사고 기반 과학 탐구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컴퓨팅 
사고가 과학적 문제해결과정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문헌 분석과정을 통해 탐색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컴퓨팅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컴퓨팅 사고 기반 과학 탐구 모형
(CT-SI, Computational Thinking-Science 
Inquiry)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컴퓨팅적 사고의 요소 중 대표적으
로 사용되는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과학적 문제해
결에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일반 문제해결과 과학적 
탐구 모형을 종합한 CT-SI 모형의 기본 틀을 적용한 
CT-SI 모형을 구성하여 그 활용 가능성을 보고자 하
였다. 이 요소들이 실제 과학연구 과정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과학의 각 영역 전문가들에게 각자의 
연구 사례를 본 연구에서 추출한 컴퓨팅 사고를 기반
으로 설명하게 하였다. 연구자들의 설명을 기반으로 
하여 두 가지 대표적인 컴퓨팅 사고를 활용한 과학 
탐구 모형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과학 탐구 수
업 사례를 이 모형에 적용하여, 수업으로서의 적용 가
능성을 검토하였다.

아래 Figure 1에 위에서 설명한 전체 연구 과정을 
나타내었다.

1. 컴퓨팅 사고 기반 과학 탐구 모형(CT-SI 
모형)의 모형 구성

1) CT-SI 모형의 컴퓨팅 사고 요소 도출을 위한 
컴퓨터과학 분야 문헌 분석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컴퓨팅 
사고 단계는 Table 1과 같은 9가지 구성 요소로 이뤄
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9개의 구성 요소를 기
본으로 하되, 이 요소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컴퓨팅 
사고의 다른 요소들을 연구를 통해 탐색하여 보고, 이
를 추가하여 최종 모형에 사용될 요소를 도출하였다.

컴퓨팅 사고라는 용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기 
전에 이미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
고 있었으며, 이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용도는 변하여 
왔다. 최근 컴퓨터 과학에서 교육을 대변하는 영역으
로 코딩 교육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코딩 교육 및 일반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컴퓨팅 사
고 요소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과
학 탐구 모형을 개발하는데 적용해야 할 정의와 내용
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국제교육공학협회(ISTE)와 미국 
컴퓨터 교사협회(CSTA),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개발한 
MIT 미디어랩, 및 영국의 Computing At 
School(CAS)로 대표적인 컴퓨팅 사고 교육을 하는 
기관의 정의와 국내의 대표 기관인 한국학술정보원
(KERIS)의 정의 등을 분석 및 분류하여 컴퓨팅 사고
의 요소에 대한 다양한 분류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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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T-SI 모형의 단계 도출을 위한 다각도 문헌 
분석

컴퓨팅 사고 기반 과학 탐구 모형의 개발을 위해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그 단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협의를 통해 컴퓨팅 사고가 Wing(2006)에 의
해 새로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일상생활의 문제해결 
및 다양한 융복합적 상황에서의 핵심역량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여겨졌으므로, 일반 문제해결 모형을 그 기
본 틀 중 하나로 하고, 과학 탐구로의 진행을 위해 기
존 과학 탐구 모형들의 단계 역시 함께 기본 틀로 하

였다. 또한 컴퓨팅 사고가 기본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인 문제해결과 연계하여 세운 
모형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분석하기로 하고 세 가
지 관점에서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1) 일반 문제해결 모형의 분석을 통한 CT-SI 모형
의 기본 틀 도출

일반적인 문제해결 과정은 다양한 연구자들의 정의
가 있으며, 이 과정들은 일관된 흐름에서 초점을 맞추
고 있는 부분들의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
양한 연구자들의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정의와 요소

연구 단계 연구 과정 세부 내용 도출 결과

연구 1.

CT-SI

모형 구성

컴퓨팅 사고
요소 검토

- 다양한 기관에서의 컴퓨팅 사고에 대한 정의 분석
- 기관별 요소 정리 및 종합 CT-SI 모형의 CT 요소 도출

CT-SI 모형을 위한 
기본 틀 도출

- 일반 문제해결 모형의 단계 분석 
- 과학 탐구 모형의 단계 분석
 -> 모형 종합을 통한 CT-SI 기본 틀 구성
 -> CT-SI 기본 틀과 컴퓨터과학 분야의 문제해결 과정
과의 비교

CT-SI 모형을 위한 기본 틀

CT-SI 모형의
단계 및 요소 구성

CT-SI 기본 모형 확정
기본 모형에 CT 요소 배치 및 재정의 CT-SI 기본 모형 및 요소

연구 2.
이학 전문가의 단계 

및 요소 검토 과학 영역별 CT-SI 단계 적용 연구 사례 도출 CT-SI 단계를 접목한
 연구 사례

연구 3.
검토 결과 기반

모형 도출
연구 주제별로 다르게 나타난 모형 분리
문제발견형 CT-SI 모형
문제해결형 CT-SI 모형

문제발견형 CT-SI 모형
문제해결형 CT-SI 모형
* 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복합 CT-SI 모형

연구 4.
모형의 수업 적용 

가능성 검토
문제발견형 CT-SI 모형을 접목한 탐구 수업 사례 도출 및 
적용 의견
문제해결형 CT-SI 모형을 접목한 탐구 수업 사례 도출 및 
적용 의견

각 모형에 적용한 수업 사례

Figure 1. Research process for development of CT-SI model

구성요소 정의
자료 수집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기
자료 분석 자료의 이해, 패턴 찾기, 결론을 도출하기

구조화 문제를 그래프, 차트, 그림 등으로 시각화하기

추상화
분해 문제를 관리 가능한 수준의 작은 문제로 나누기

모델링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요소를 추출하고, 모델 만들기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하기(절차적 표현)

자동화
코딩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문제해결과정을 자동화하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실행하기
일반화 문제해결과정을 다른 문제에 적용하기

Table 1. Step of CT for problem solving(MOE,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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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분석하여 분류하고, 이러한 다양한 모형들을 분
석하여 하나의 흐름을 정리하였으며, 컴퓨팅 사고를 
접목하기 용이하도록 정리하였다. 이때 문제해결 과정
은 과학탐구 과정과 함께 모형의 순서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순서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2) 과학 탐구 과정 모형 분석을 통한 CT-SI 모형
의 기본 틀 도출

CT-SI 모형의 기본 틀을 세우기 위해 일반 문제해
결 모형과 함께 과학과에서 활용하는 탐구 모형에 대
한 다양한 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과학 탐구 과정 단계들은 통합적 탐구 기능 단계
(MOE, 1997), Harwood(2004)의 탐구 모형의 10가지 
요소를 비롯하여 최근 NGSS에서 제시한 Practices까
지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학 탐구 과정에서 
활용되는 단계들을 종합하여, 컴퓨팅 사고의 요소를 
적용하기 쉽도록 기본 틀을 구성하였다.

(3) 일반 문제해결 모형과 과학 탐구 과정 모형 종
합을 통한 CT-SI 모형 기본 틀 구성

CT-SI 모형은 컴퓨팅 사고 요소를 활용하여 과학적 
문제해결의 단계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단계의 기본 
틀을 일반 문제해결 과정과 과학 탐구 과정으로 삼았
다. 이 두 가지 과정에 대한 문헌 분석 결과를 통해 
종합한 기본 틀을 종합하여 CT-SI 모형의 기본 단계
를 정리하고, 임의적으로 순서를 결정하여 기본 틀을 
구성하였다.

(4)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해결 연계 
CT 모형 분석

컴퓨팅 사고의 원래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는 컴퓨팅 사고를 활용한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 과정이 나타나는 연구들이 있었다. 이러한 
모형에서도 과학 탐구 모형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
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컴퓨터 과학 분야의 
문헌 분석을 통해 나타난 모형들을 CT-SI 모형의 기
본 틀과 비교 분석해보았다.

3) 전문가 협의를 통한 CT-SI 기본 모형 단계별 
CT 요소의 배치 및 재정의

전문가 협의를 통해 CT-SI 기본 모형의 순서를 최
종적으로 확정하였으며, 이 기본 모형의 각 단계에 적
합한 CT 요소를 배치하고 각 요소를 재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교육전문가 3인, 컴퓨터공학 전문가 1
인, 컴퓨터 교육 전문가 1인이 상호 순환으로 협의를 
통해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2. 과학 분야 전문가의 연구 사례를 통한 컴퓨팅 
사고 요소의 검토

개발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과학 분야
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자들과의 심층 면담
을 통해 본 연구자가 제시한 모형이 과학자들의 연구 
수행과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과학자의 연구 
수행과정과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등에 대해 탐
색하였다.

또한, 실제 과학 연구 과정을 본 연구에서 개발한 
CT-SI 모형에 대입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
다. 이를 위해 컴퓨팅 사고의 9가지 요소를 과학 문제
해결 과정에 맞게 배열한 CT-SI 모형의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례 기반 타당성 검토에 참여한 8명의 전문
가의 연구 분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3. 과학 탐구 모형(CT-Science Inquiry: 
CT-SI)의 개발

이학 전문가의 연구 사례를 통해 컴퓨팅 사고의 요
소들이 실제 이공학 연구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
한 매칭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
쳤다. 이 과정에서는 모형의 요소들을 도출, 도출된 
요소 간의 순서와 순환, 대표적인 모형의 종류를 결정
하는 연구 협의 과정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과학 탐구 모형은 과학교육 전문가와 과학자, 컴퓨터 
교육 전문가가 순환하며 검토하였다.

전공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전문가 조○○
강○○

한○○
남○○

김○○
이○○
안○○

서○○

Table 2. Experts for application and review of element in research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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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교육을 위한 수업 적용 가능성 검토

CT-SI 모형의 현장 교육 가능성 검토를 위해, 과학
교사 2명에게 개발한 모형을 제공하여 실제 수업에서 
수행하는 탐구 활동을 CT-SI 모형에 적용해봄으로써 
수업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컴퓨팅 사
고의 정의와 그 요소에 대한 안내 및 개발한 CT-SI 
모형을 과학교사들에게 제공하였고, 자신의 전공 영역
에서 수행할 수 있는 탐구 활동을 CT-SI 모형의 단계
에 맞게 기록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CT-SI 모형이 
기존 탐구 수업 모형의 단계와 어떠한 차이가 있고, 
컴퓨팅 사고의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지에 대한 검토
를 요청하였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컴퓨팅 사고가 과학적 문제해결과정
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문헌 분석
과정을 통해 탐색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컴퓨팅 
사고를 통해 과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탐구모형(CT-SI, Computational Thinking- 
Science Inquiry)을 개발하였다. 아래 연구 결과에 
과정별로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며 제시하였다.

1. 컴퓨팅 사고 기반 과학 탐구 모형의 초기 
모델 개발

컴퓨팅 사고의 요소들이 문제해결 과정으로 사용된
다는 연구 결과는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많이 언급되
고 있다(Choi, 2016; Choi & Kim, 2017; Kalelịoğl 
et al.,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CT-SI의 초기 모
델을 개발하여, 과학의 연구 과정에 적용해봄으로써 
컴퓨팅 사고가 일반 문제해결뿐 아니라 과학 탐구에
도 적합한지를 검토하였다.

1) CT-SI 모형 도출을 위한 컴퓨팅 사고 요소 
도출

컴퓨팅 사고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육
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컴퓨팅 혹은 컴퓨터교
육과 관련된 기관에서 다양한 정의와 요소에 대한 분
류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컴퓨팅 사고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들의 연구 자료
들을 기반으로 컴퓨팅 사고의 요소에 대한 분류를 조
사하였다(Table 3 참조). 

그 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국제교육공학협
회(ISTE)와 미국컴퓨터교사협회(CSTA)가 있으며, 스
크래치 프로그램을 개발한 MIT 미디어랩, 영국의 대

ISTE & CSTA 
(미국)

MIT Media 
Lab의 practices

(미국)

 Univ. of 
Southampton 

(영국)

KERIS
(한국)

CAS의 개념
(영국) ➜ 요소 종합

자료 수집 자료 수집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 분석 분석
자료 표상 표상

문제 분해 분해
추상
화

분해
분해

문제
분해

모델링
추상화

추상화와 모듈화
추상화

알고리즘
추상화 추상화

알고리즘과 
절차화

알고리즘적 
설계 알고리즘

설계

알고리즘

자동화 점증과 반복 자동화
자동
화

코딩 자동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코딩 및 
시뮬레이션

병렬화 구조화 병렬화(구조화)
사고 과정 논리 논리 및 사고 과정

재사용과 혼합 일반화(패턴) 일반화 패턴 일반화 및 패턴
테스트와 디버깅 평가 평가 테스트와 디버깅

Table 3. Definition about CT of several major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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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컴퓨팅 사고 관련 교육 협회인 Computing At 
School(CAS), 컴퓨팅 사고 관련 교육 연구가 많이 이
루어지고 있는 영국 Southampton 대학에서 제시한 
컴퓨팅 사고 요소를 비교하여 종합하였다.

컴퓨팅 사고의 요소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국
제교육공학협회(ISTE)와 미국컴퓨터교사협회(CSTA)에
서 정의한 것으로 9개의 요소를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CAS(Computing at School)는 
컴퓨팅 사고력은 개념(concepts)과 접근(approaches)
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개념 요소들은 Table 
3에 제시한 것처럼 분해(decomposition), 추상화
(abstraction), 알고리즘(algorithms), 논리(logic), 패
턴(patterns), 평가(evaluation)로 6가지였으며, 접근 
요소들로 시도하기(tinkering), 창작하기(creating), 
디버깅(debugging), 계속 도전하기(persevering), 협
업하기(collaborating) 5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중 디
버깅이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잘못을 찾아내고 고치
는 작업으로, 오류 수정을 의미하는 단어이다(Kim, 
2015). 

MIT Media Lab에서는 Scratch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학습자들이 상호작용하며 산출물을 제작하는 과
정에서 나타나는 컴퓨팅 사고력을 개념(concepts), 실
행(practices), 관점(perspectives) 세 가지 측면에서 
재정의하였다(Brennan & Resnick, 2012). 이 요소들
은 교육과정에서 교육의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을 
대변하는 요소로 활용 가능하며, 이 중 본 탐구 영역
에서는 기능 측면으로 실행을 각 단계로, 개념이나 관
점을 단계를 연결하는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측면 각각의 구성 요소는 Table 4에 전체를 나
타내었으며, 이 중 실행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기관별 
요소 비교 자료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추상화와 모듈
화, 점증과 반복, 재사용과 혼합, 테스트와 디버깅으로 
4가지이다.

Southampton 대학에서는 컴퓨팅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정의하는 연구에서 분해, 추상화, 
알고리즘적 설계, 자동화, 사고 과정, 일반화(패턴), 평
가 등의 요소를 포함시키고, 다른 연구와 다르게 논리
적 사고, 문제해결, 분석 세 개의 요소를 너무 넓은 
용어로 보고 배제하였고, 시스템 설계와 컴퓨터 과학 

내용, 모델링, 시뮬레이션, 시각화를 제외하기도 하였
다(Selby & Woollard, 2014). 하지만, Blake(NRC, 
2010)나, Brinda et al. (2009), Liu & Wang(2010) 
등은 모델링과 시각화 요소는 실제 세계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며, Fox & 
Kolodner(NRC, 2010) 역시 모델링, 시뮬레이션, 시
각화 세 요소가 컴퓨팅 사고 기술의 개발에 기여한다
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한국학술정보원과 초등컴
퓨팅교사협회 등의 기관이 대표적으로 컴퓨팅 사고 
교육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며, 이 중 한국학술
정보원(KERIS)에서는 ISTE와 CSTA(2011)에서 제시
한 요소를 기반으로 하되, 다른 기관들의 요소를 포함
하는 방식으로 포괄적인 요소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 
요소는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추상화(분해, 모델링, 
알고리즘), 자동화(코딩, 시뮬레이션), 구조화, 일반화
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구조화는 알고리즘에서의 절차
와 병렬화에서의 병렬구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컴퓨팅 사고 요소에 대한 기본 정의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를 통해, 자료(수집, 분석, 표상), 문제
(분해, 추상화), 설계(알고리즘, 자동화-코딩 및 시뮬
레이션), 병렬화(구조화), 논리 및 사고 과정, 일반화 
및 패턴, 테스트와 디버깅 등으로 정리하였다.

2) CT-SI 모형의 기반 마련을 위한 다각도 문헌 
분석 결과

(1) 일반 문제해결 과정의 분석
CT-SI 모형의 기반 역할을 위해 분석한 두 영역 중 

첫 번째가 일반 문제해결 단계였다. 일반 문제해결의 
단계는 Cho, Sung, & Lee(2008)의 문제해결 모형의 
사례 중 일부를 재인용하여 모형의 요소들을 순서를 
기반으로 문제발견-문제구체화(설계)-문제해결 및 평
가 3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추가로 최근에 제시된 
교육학 분야에서 제시된 문제해결 단계를 같은 방식
으로 분석하여 아래 Table 5에 제시하였다.

일반 문제해결 단계인 Dewey(1910)의 모형은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design thinking과 유사하다. 이
후 나타나는 많은 모형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핵심 영역 구성 요소

개념 시퀀스, 루프, 이벤트, 병렬, 조건, 조작자, 자료

실행 추상화와 모듈화, 점증과 반복, 재사용과 혼합, 테스트와 디버깅

관점 표현하기, 연결하기, 질문하기

Table 4. Elements and key areas of CT at MIT Media Lab(Brennan & Resnick,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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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표에서 나타나듯이 크게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 
발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해결방법을 고안
하는 과정, 그리고 해결방안을 선택하여 수행해보고 
확인 혹은 평가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Polya(1957)의 모형 중 반성 단계에서는 주어진 정보
의 바른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도 포함되어 있어, 
컴퓨팅 사고 기반 모형에 고려할만하다. 또한, 창의적 
문제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 CPS) 모형의 
다양한 변형으로 Feldhusen & Treffinger(1977)의 
모형에 나타나는 문제 명료화, 해결의 종합화, 그리고 
Song(2007)의 해결책 발견 등 역시 모형의 틀로 사용
할 수 있다.

이에 문제 이해-산출-명료화, 관련 정보 수집-아이
디어 탐색-다양한 해결책 생성-해결의 종합화, 실행-
효과 검토-해결책의 수정(정교화)-보완과 평가 등 필
요한 단계들이 수집되었다.

(2) 과학 탐구 모형의 분석
과학 탐구의 대표적인 모형으로 아래 표와 같이 통

합적 탐구 기능 단계가 있으며(MOE, 1997), 
Harwood(2004)의 탐구 모형의 10가지 요소, 최근 
NGSS에서 제시한 practices(NRC, 2012) 등을 포함
하여 종합한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과학적 탐구의 대표적 모형들은 실험을 포함하거나 
과학적 논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서 일반 문제해
결 모형과 차이가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차이는 실험
설계 혹은 과학지식의 구조화 등이 있다. 위 모형들의 
종합 분석을 기반으로 하였을 때 나타나는 요소들을 
Table 6의 마지막 행에 정리하였다. NRC(2000)에서 

나타나는 현상 설명을 위한 사고, 지식의 합의와 구성
은 NRC(2012)에서 말하는 모형의 개발과 사용, 설명 
구성 등과 같은 요소들은 모형화(Marshall & 
Carrejo, 2008)로 대변할 수 있는데, 이는 과학 탐구 
과정에서의 실험 설계(Wecker et al., 2013)에 통합
하거나 변인 설정, 자료 조직 등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보고 정리하였다. 실험설계는 과학적 연구 방법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Wecker 
et al., 2013). 

(3) 두 가지 모형의 종합 결과를 활용한 CT-SI 모
형의 기본 틀 초안 구성

일반 문제해결 단계와 과학적 탐구 단계의 종합 작
업으로 도출된 단계 구성을 통해, 단순화된 CT-SI 모
형의 초기 프레임을 Table 7과 같이 구성하고, 구성
한 프레임에 맞추어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문제해
결 단계를 연구한 자료들을 매칭시켜 분석해보았다.

(4) CT-SI 기본 틀과 기존 컴퓨터 과학 영역의 문
제해결 과정과의 비교 분석

컴퓨터 과학이나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미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과 연계한 컴퓨팅 사고 관련 교육이 진
행되고 있다. 이 중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과 
연결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방식이 많이 제안되고 있다(Choi & Kim, 
2017). Table 8은 이러한 방식의 컴퓨팅 사고와 문제
해결 단계와의 연결 중 대표적인 사례로 4가지 연구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Choi(2016)는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컴퓨팅 사고들

Dewey
(1910)

Polya
(1957)

Feldhusen 
& Treffinger 

(1977)

Mansfield
& Busse

(1981)

Ross-man
(1931)

Bransford
& Stein
(1984)

Todd, Todd, 
& McCrory 

(1996)

Song
(2007)

Kim
(2013) ➜ 단계 종합

곤란 문제
이해

문제
산출

문제
선정

문제해결의
필요성 인식

문제
확인

문제 확인/
정의하기

문제
발견

문제 유무
확인 문제 이해

곤란
검토

계획
수립

문제
명료화

문제해결을 위한
확장된 노력

문제 분석
및 정의 문제

정의

가능한
대안 탐색 아이

디어 
발견

문제 이해
(표상, 정의) 문제 산출,

문제 명료화,
관련정보 수집,문제 

확정
문제해결에

관한 제한 설정
관련 정보

수집
대안 수집

평가
해결책 
생성

가능한
해결책
제안

아이디어
탐색 제한의

변경

다양한 해결책
형성 가능한

해결책
탐색

설계 개요
개발

해결책 
발견

최선의 
대안 선택

아이디어 탐색,
다양한 해결책 

생성,
해결의 종합화,

해결의
종합화

해결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행위계획
개발

제안/추리
에 의한 

전개

계획
실행

수행

증명
새로운 

아이디어/
해결책 형성

계획
실행

최선의 
해결

방안 시도 해결책 
수행 및 

확인

실행, 효과검토

행위에 
의한

가설 검증
반성 정교화

가장 가능성 있는 
해결책의 수정/
보완과 평가

효과
검토

결과
평가

해결책의 
수정(정교화),
보완과 평가

Table 5. Problem solving step defined by researchers (refer to Cho, Sung, & Lee, 2008; Hwan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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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컴퓨
터 교과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Choi(2016)의 연구 내용 중 일반적인 문제해결 
과정의 관련 컴퓨팅 사고 요소들에 대해 모형화한 것
을 Table 8에 나타내었다. Kalelịoğl et al.(2016)은 

문제해결 과정으로 컴퓨팅 사고를 이야기하며, ‘문제 
정의-자료의 수집, 표현, 분석-해결안 생성, 계획-해
결안 함의-해결안 평가와 개선을 위한 연결’ 5개의 단
계를 말하고 있다. 일반적인 문제해결 과정에 대해서 
국내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일임하고 있

Heo(1984) Rezba et al. 
(1995)

통합 탐구 
기능

(MOE, 1997)
NRC(2000)

Harwood(2004)
의

탐구 모형

NRC(2012)의
practices ➜ 단계 종합

문제인식

관찰

문제 인식 문제 제기

중심 질문

질문하기와 
문제 정의하기

문제 인식,
문제 정의

추리, 예상, 
분류, 측정, 
의사소통

문제 정의
문제 형성

알고 있는 것 
탐색

가설설정 가설 설정 증거 선택 예측하기

모형의 개발과 
사용

예측하기/
가설설정

설명 구성과 
해결안 설계 모형 구성

실험설계

변인규명

변인 통제 현상 설명을 
위한 사고 실험 수행

관찰로부터 
설계하기

변인 설정,
실험 설계변인정의

가설설정
실험설계 수학적 사고와 

컴퓨팅 사고 
활용

변인 통제,
자료 수집 
및 조직

실험
자료 수집 
및 조직 자료 수집 지식의 합의와 

구성 현상 관찰

자료 해석 
및 분석

탐구과정분석 자료 해석 과학적 
의사소통 결과 해석 자료 해석 

및 분석표, 그래프 
작성

자료 변환, 
결론 도출

과학 지식의 
구조화 결과 고찰 자료 분석과 

해석

결과 종합 변인 관계 규명 일반화 증거와 이론의 
조절

증거에 기반한 
논증 결과 종합

관계 규명, 
일반화, 

논증, 평가결과 발표
정보 획득, 

평가, 의사소통 
하기

Table 6. Steps and elements of scientific inquiry

일반 문제해결 단계 과학적 탐구 단계 ➜ CT-SI 모형의 기본 틀 초안
문제이해 문제 인식 문제 인식

문제 정의문제 산출-명료화 문제 정의
관련 정보 수집 자료 수집 및 조직 (위치 변경) 자료 수집, 표상, 분석
아이디어 탐색 예측하기-가설설정 해결안 탐색

해결책 고안
모형 구성

수행

다양한 해결책 생성-
해결의 종합화

변인 설정-실험 설계
모형구성

실행-효과 검토 변인 통제
해결책의 수정(정교화) 자료 해석 및 분석

평가
일반화보완과 평가 결과 종합-관계 규명

일반화-논증-평가

Table 7. Construction of frame for CT-SI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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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KERIS에서는 문제해결 과정에 해당하는 각 컴퓨팅 
사고의 요소를 크게 추상화와 자동화로 분류하고 있
으며, 추상화는 문제이해와 알고리즘, 자동화는 프로
그래밍과 시뮬레이션, 병렬화로 구분한다(Jeon & 
Kim, 2017).

이 중 로봇 소프트웨어 챌린지(RSC) 2017 행사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의 도전 과업
으로 UN에서 선정한 사회문제를 과학적인 방법을 통
해 해결하는 과정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행사이다. 
본 행사의 학생 문제해결 과정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디자인 씽킹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디자인 씽
킹 단계에 컴퓨팅적 사고의 요소들을 배열하고, 컴퓨
팅적 사고의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나열하였다.

3) 컴퓨팅 사고 요소의 CT-SI 기본 틀 배치 및 
재정의

컴퓨팅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제해결 
과정을 종합 검토하여 구성한 CT-SI 틀에 문헌 분석
을 통해 정리한 컴퓨팅 사고의 요소들을 배치하고, 그 
요소의 역할을 정의에 작성하여 Table 9에 나타내었다.

Table 9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과정의 시작인 문
제 인식, 디자인 씽킹의 첫 단계인 공감 단계에 해당
하는 요소를 따로 추출할 수 없어, CT-SI 모형에서 
첫 과정의 문제 인식은 기본 프레임에서 빌렸으며, 나
머지 단계들은 문헌 분석을 통해 정리한 기본 프레임에 
따라 CT 요소들을 구성하고, 그 역할을 정의하였다. 

2. 컴퓨팅 사고 요소를 기반으로 한 이공학 연
구자의 연구 사례 분석

1) 최적화 방안 도출을 위한 화학 및 생명과학 
연구 접목 사례 분석

화학 공학 분야에서 나노막을 활용한 기판과의 부
착성 최적화 방안에 대한 접목 사례와 생명과학 분야
에서 상처 치유에의 세포 융합에 대한 분자적 기전 
파악을 주제로 한 연구를 전문가들이 직접 CT-SI 요
소들에 맞추어 정리한 것을 Table 10에 나타내었다. 

화학 분야에서는 나노막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화
합물의 종류에 따라 기판과의 부착성 및 굴절률, 강도 
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상관관계
를 통해 최적화에 대한 방법을 고려하고 찾아가는 과
정으로 각 연구 과정에 대해 전문가가 CT 요소를 접
목시켜 적용하였다. 생명과학에서는 초파리의 상처 치
유에서 자료 분석을 통해 어떠한 세포 융합적 기전이 
일어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하려고 문제를 인식하고 관
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표상한 데이터가 결과
를 예측하여 새로운 문제 혹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도출해 내는 과정으로 진행된 연구였다. 이를 기반으
로 볼 때 CT-SI 모형의 요소 중 해결안 탐색의 초기 
단계까지 수행한 후 최종으로는 새롭게 정의된 문제
를 도출하는 과정이 나타났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실험을 설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기본 틀 Choi(2016) Kalelịoğl et al. (2016) KERIS 디자인 씽킹 모형(RSC 2017)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문제 분해
문제
이해

자료 
수집/분석/표현

추
상
화

공감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추상화 추상화, 분해 문제 분해 문제
정의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표현, 

문제분해, 추상화자료 수집, 
표상, 분석

자료 수집, 자료 표현,
자료 분석 

자료 수집, 자료 분석, 패턴 
인식, 개념화, 자료 표상 추상화

해결안 탐색, 
고안 및 수행

모형 구성

알고리즘 및 절차 수학적 추론, 병렬화, 
알고리즘과 과정 구축 알고리즘 아이디

어화 알고리즘 및 절차

자동화(코딩), 디버깅, 
시뮬레이션 해결안 함의

자동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자동화(프로그래밍)

자
동
화

프로토
타입 자동화(코딩), 디버깅

평가, 일반화 평가, 일반화

해결안 
평가와 

개선을 위한 
연결

테스트, 디버깅, 
일반화 시뮬레이션, 병렬화 테스트 자동화 시연, 성찰 

발표(결과 평가)

Table 8. Analysis about frame and elements of CT as problem solv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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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I frame CT Voca. 번역 정의
문제 인식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을 인식함

문제 정의 problem 
decomposition 문제 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나누어 분석함

자료 수집 data collection 자료 수집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모음

자료 표상 data analysis 자료 분석 자료에서 특징을 찾고, 일반화하며, 패턴을 찾거나 
문제에 주어진 자료나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함

자료 분석 data representation 자료 표상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획득을 위해 수집된 자료 간의 관계를 
단순하게 구조화하여 표현함

해결안 탐색
prediction 예측 예상되는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함

abstraction 추상화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를 정하고 복잡도를 줄임

해결안 고안/
수행,

모형 구성

algorithms & 
Procedures

알고리즘과 
절차화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을 순서적으로 표현함

automation 자동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결 과정을 표현함
simulation 시뮬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미리 시도해봄

parallelization 병렬화 목표 달성을 위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구성함
평가/일반화 debugging 디버깅 해결안을 평가하고 오류를 수정함

Table 9. Extraction of CT elements and definition for CT-SI model

CT 요소 화학 연구 과정 생명과학 연구 과정

문제 인식 나노막의특성에 영향을 주는 AlkoxySilane 초파리 상처 치유에서 세포 융합이 어떤 분자적 기전에 의해 
일어나는지 모름

자료 수집
AlkoxySilane의 종류를 바꾸면서 가수분해 
축합
굴절률 및 강도, 기판과의 부착성을 측정

논문 분석과 기존 연구실 내 스크리닝 데이터 수집으로 진행. 
상처 치유에 필요한 세포학적 과정들, 이미 알려진 상처 치유 
관련 분자들, 세포 융합 관련 내용 등에서 후보 분자들을 
골라나감 

자료 분석 AlkoxySilane의 종류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형성된 나노막의 특징을 분석

기존 스크리닝 데이터와 기존에 알려진 돌연변이 표현형을 
정상, 상처와 상관없는 표피 망가짐, 세포 융합 이상, 상처 
구멍 열림, 세포 융합 이상과 상처 구멍 열림 등의 카테고리로 
가능한 한 나누어 분류

자료 표상
그룹별로 나노막의 특징을 표로 정리
알킬(alkyl) 작용기의 개수에 따른 나노막의 
각각의 특성을 그래프로 표현

분석한 자료들을 테이블로 정리한다. 세포 융합 관련의 경우 
융합이 정상보다 더 일어났는지 덜 일어났는지 등을 그래프로 
표현

예측
AlkoxySilane에 도입된 알킬작용기의 개수, 
형성된 나노막 굴절률, 강도, 기판과의 
부착성 사이 상관관계를 통한 결과 예측

분석에서 JAK/STAT 관련 분자들이 망가지는 경우 상처 
구멍은 닫히나 세포 융합이 커지는 일이 여러 다른 
돌연변이에서 나타나므로 상처 치유의 세포 융합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됨

문제 도출 나노막의굴절률과 강도, 기판과의 부착성을 
함께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

JAK/STAT 신호가 상처 치유에서 세포 융합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무엇을 조절하여 세포 융합에 관여할 것인가?

설계 위의 문제 도출에 근거하여 실험 계획 수립 표피에서 JAK/STAT 신호를 줄이거나 늘여 상처 후 세포 융합 
양상 관찰 및 하위 신호, 분자 세포학적 분석을 진행

Table 10. Examples of research process based CT in the field of chemistry and lif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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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결안 제시를 위한 물리 및 지구과학 분야 

연구 접목 사례 분석

다음 문제해결형 CT-SI 모형에 접목된 물리 연구의 
주제는 Schwarzschild Black Hole 주변에서의 물체
의 운동궤적 구하기이며, 지구과학 분야의 연구 주제
는 안개 발생의 특성 파악이다. 두 연구 과정을 CT 
요소로 각 전문가가 정리한 내용을 Table 11에 나타
내었다.

블랙홀 모델에서의 광자 운동궤적은 이론 물리 영
역에서 대표적인 연구 분야 중 하나로, 가정이나 계
산, 컴퓨팅을 실제로도 많이 사용하는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 실제 궤적을 계산하는 방식을 CT-SI의 요소
로 분류하였을 때 적합하게 각 요소별 내용이 도출되
었다. 또한, 지구과학 분야에서는 안개 발생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치적으로 정리하여 알고리즘에 따라 
정리하고 판단해야 하는 연구를 CT-SI 요소로 분석하
여, 각 요소별 활동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다양한 분야의 이학 연구에서 컴퓨팅 사고의 요소
가 실제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가장 아래 ‘해결안 제시’ 행은 CT-SI 기본 틀에
는 따로 없었으나, 연구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료를 일
반화하여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으로 나타나서, 최
종 모형에서는 문제인식과 같이 기본 틀로 제시하고
자 하였다. 

3. 과학 탐구 모형(CT-Science Inquiry: 
CT-SI)의 개발

1) 과학자의 연구 과정과 컴퓨팅 사고의 요소를 
매칭하여 CT-SI 모형 검토

문헌 분석과 전문가 연구 사례 접목과정을 통해 드
러난 컴퓨팅 사고 기반 과학적 탐구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의 형태를 
CT-SI 기본 모형의 현장 적용을 위한 대표적인 두 가
지 형태로 두고, 이를 ‘문제발견형 CT-SI 모형’과 ‘문
제해결형 CT-SI 모형’으로 명명하였다. 아래에 두 가
지 적용 모형의 형태와 그 단계를 정리하여 제시하였
다. 

(1) 문제발견형 CT-SI 모형
과학자의 연구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뿐 아니라, 

실제 상황을 기반하여 봉착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
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 과정 또한 하나
의 큰 연구로 수행되기도 한다. 문제발견형 모형은 불
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의 수집과 재해석 과정
으로 문제인식-자료 수집-자료 분석-자료 표상-예측-
문제도출로 연결되는 모형이며 아래 Figure 2에 나타
내었다.

CT 요소 물리 분야 연구 과정 지구과학 분야 연구 과정

문제 
명료화

4차원 시공간
- 간단한 블랙홀 모델 Schwarzschild 
에서 광자의 운동궤적 계산

OO 지역의 안개 발생 특성

문제분
해

블랙홀 시공간의 Curvature 계산
광자의 운동궤적 변화 계산

안개 발생 특성을 안개 시작 시각, 안개 소멸 시각, 안개 지속 시간, 안개 
발생 일수로 나타내기로 함

추상화 광자의 에너지가 curvatur에 영향 없음
E를 분리하여 가정

평균 가시거리가 1km 이상에서 1km 미만으로 낮아지는 때를 안개 시작으로 
정의
평균 가시거리가 1km 미만에서 1km 이상으로 높아지는 때를 안개 소멸로 
정의
안개 시작에서 안개 소멸 시각까지를 안개 지속 시간으로 정의

절차화
측지방정식 계산 – 블랙홀 
포텐셜에너지 계산 - 분포영역 나눔 – 
궤적운동예측 - 운동계산

측정 자료의 품질관리 방안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
측정 자료의 통계치 계산 방법 정리
안개 시작 및 소멸 시각의 판별 방법과 지속 시간 계산 방법 구체화

자동화 Maple로 계산, 그래프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 작성 및 실행
모의실

험
Analytic computation / 불가능 경우, 
Numerical Analysis

병렬화 광자 값에 따른 궤적운동 예측 결과와 
계산값비교

테스트, 
디버깅 광자를 기초로 한 운동 궤적 확인 프로그램의 수행 내용 분석 및 오류 확인

해결안 
제시 운동 궤적에 대한 결과 도출 안개 발생 특성을 설명함

Table 11. Examples of research process based CT in the field of physics and earth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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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해결형 CT-SI 모형의 개발
문제해결형 CT-SI 모형은, 추상화와 자동화가 필요

한 과학적 문제해결 과정 모형으로 문제명료화-문제
분해-추상화-절차화-(자동화-모의실험-병렬화)-오류확
인으로 연결되는 모형이다. 그 구성 중 자동화, 모의
실험(시뮬레이션), 병렬화 등의 내용은 같은 위계에서 
상호 순환되거나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나
타내었다(Figure 3 참조).

(3) 문제발견형과 문제해결형 CT-SI의 복합 모형
학생들의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문제를 발견하여 

정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 연결되므로, 이 두 
가지 모형을 연결하거나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복합 모형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수업 현장에서는 문제발견형이나 
문제해결형 두 가지 중 주제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용
하고, 복합 모형은 일반 수업이 아닌 장기 프로젝트에

Figure 3. Problem solving style CT-SI model

Figure 4. Combine problem finding and solving CT-SI model

Figure 2. Problem finding style CT-SI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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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두 개의 CT-SI 모형이 상호 
작용을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모형이 사
용되는 형태를 구조화하였다. 복합 모형의 형태는 다
음 Figure 4에 나타내었다.

4.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면담 및 수업 
사례 개발

사례를 기반으로 보았을 때 컴퓨팅 사고를 활용한 
과학 연구에서는 추상화와 문제 분해, 자료 분석(선별) 
과정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문
가들은 이러한 연구 과정이 대학에서의 학부 연구 프
로젝트에서 간단한 자율연구 과정으로 활용 가능한 
모델이라는 응답을 받았다. 또한, 일반적인 탐구 모형
에 비해 논리적 사고를 증진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하였으며, 자동화-알고리즘화를 통해 문제해결의 상용
화를 이룰 수 있어 이공학 연구에 적합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1) 문제발견형과 문제해결형 CT-SI 모형에 대한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

‘문제발견형’은 과학 연구의 과정에서 정보를 선별
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과 이론적 연구에서 근거
를 기반으로 하는 추론 연구 과정에 적합하다고 응답
하였다. 이러한 문제발견형 CT-SI 모형은 교통, 에너
지, 기후변화와 같이 기존에 제기되고 있거나,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적체된 이슈들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
악하고 규명하는 문제 확인 작업의 연구로 사용하기 
적합하여, SSI(socioscientific issue) 교육을 위한 주
제 발굴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많은 양
의 활용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변수의 영향을 찾거나 변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의 문제 확인 과정으로 연구 운
영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문제해결형’은 과학의 일반적인 연구 과정 및 공학
설계를 활용한 공학적 문제해결 과정에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델을 세우
고 그 모델의 사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
정에서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수학적 계산이나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사용으로 해결안을 
제시하는 데도 적합하다고 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의 
논리, 블랙홀, 입자 물리, 통계물리 등의 실제 실험 
상황이 아닌 이론 및 계산 연구에서 잘 사용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2) CT-SI 모형을 활용한 수업 사례 개발

컴퓨팅 사고력을 활용한 과학적 문제해결 과정을 
제시하여 과학 교과에 연결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교
과서에 있는 간단한 탐구자료에 접목해보도록 현장 
교사 2명에게 검토를 요청하였다. 기본적으로 두 명의 
교사 모두 학교 현장에서 탐구 활동에 적용하기에 적
합한 모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문제발견형 CT-SI 모
형과 문제해결형 CT-SI 모형에 적용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탐구 수업의 운영 가능성을 높였다.

(1) 중학교 수업에서 문제발견형 CT-SI 모형의 적용
먼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탐구 활동에 CT-SI 모형

을 적용하고자 화학 교사가 구상한 CT-SI 기반 과학 
탐구의 사례이다. 물의 어는점에 대한 실험으로 단순
히 어는점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는점은 어떤 경
우에 바뀔 수 있는가? 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하여 
그 요인들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문제를 도출하는 과
정으로 학생들의 자유탐구 방식의 수업에서 적용 가
능한 예시를 제안하였다. 이 예시를 제안한 교사는 어
는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 변인을 통제하며 
실험을 구상하는 탐구 과제로 수업의 운영이 가능하
다고 응답하였다. 문제발견형 CT-SI 모형에 물의 어
는점 탐구를 적용한 사례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실제로 수업 현장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자료 수
집’ 및 ‘자료 분석’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
료 수집’ 및 ‘자료 분석’ 과정을 거쳐 문제를 발견하
는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문제발견형 

Figure 5. Example of problem finding style CT-SI model: finding about freezing point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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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I 모형의 특징은 궁금한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표
상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도출해나
가는 것으로 기존의 주어진 주제에 대해 탐구하며 실
험하는 형태의 수업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스스로 궁금증을 
찾아내거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방식으로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
내가 제시되지 않고 학생 스스로 하도록 둔다면, 진행
이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수업을 진
행하는 경우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 등의 컴퓨팅 사
고 요소 활동을 진행할 때 교사가 사전에 컴퓨팅 사
고 활동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하는 방법을 잘 안내해줄 수 있어야 한다.

(2) 고등학교 수업에서 문제해결형 CT-SI 모형의 
적용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CT-SI 모형 적용을 위해 화학 
교사가 구상한 문제해결형 탐구 주제는 수용성 염의 
제작이었다. 교사는 실제 고등학교에서 일반과정 실험
을 많이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심화과정 혹은 자율 탐
구 주제가 되는 수준이지만,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이온이 함유된 수용성 염을 
개발하는 방안을 문제해결형 CT-SI 모형에 접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래 Figure 6에 수용
성 염 제작을 위한 문제해결형 탐구과정을 나타내었
다.

문제해결형 CT-SI 모형은 그 단계의 이름이 기존 
탐구 과정 요소에 비해 생소할 수 있으나, 그 정의를 
고려하여 단계를 진행한다면 기존의 탐구나 문제해결 
과정과 흐름이 유사하다. 문제 분해 과정은 학생들이 
명료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덩어리로 분해해서 
나누는 것으로 과학 탐구 과정에서 가설 설정 단계에
서 해야 하는 일을 결정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또

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추상화 단계는 변인 설정 단계와 유사하다. 
절차화는 이 단계들을 거치면서 나온 가설과 변인들
을 활용하여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이고, 자동화, 모의
실험, 병렬화는 실제 연구의 진행단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모델링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류확인은 결과 분석과정, 해결안 제시는 결론 
도출로 이해한다면 기존 탐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과정의 진행과 다르지 않게 충분히 교사들이 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1세기 기본 소양으로 떠오르고 있는 컴
퓨팅 사고가 융복합 교육의 핵심으로 과학교육 분야
에서도 컴퓨팅 사고를 접목하여 다양한 교육을 시도
하게끔 권장되고 있음에 반해, 실제로 과학교육에서 
컴퓨팅 사고의 활용에 대한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한 과학 
탐구 모형(CT-SI)을 개발하여 컴퓨팅 사고를 활용한 
과학교육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CT-SI 모형의 개발을 위해 먼저 관련 분야에 대한 
대표 문헌 분석을 통한 모형의 기본 틀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컴퓨팅 사고의 요소에 대한 다양한 기관의 
정의와 분류를 종합 분석하여 컴퓨팅 사고의 요소와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정리하였으며, 이 요소들을 탐구 
모형에 적합하게 배치하기 위해 일반 문제해결 모형
과 과학 탐구 모형의 대표적 사례들을 종합 분석하여 
컴퓨팅 사고의 기본 틀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문헌 분
석을 기반으로 컴퓨팅 사고에 적합한 탐구 프레임을 
구축하였고, 기존 컴퓨터 교육 및 컴퓨팅 사고 교육 
문헌 중에서 문제해결 과정에 접목한 다른 문헌들과 
비교 분석하여 CT-SI 모형의 틀로서 ‘문제인식-문제

Figure 6. Example of problem solving style CT-SI model: making water solubility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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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자료 수집-자료 분석-해결안 탐색-해결안 고안/
수행-평가/일반화’의 단계를 구축하고 이 틀 안에 ‘문
제 분해-자료 수집-자료 분석-자료 표상-예측-추상화
-알고리즘과 절차화-자동화-시뮬레이션-병렬화-디버
깅’의 CT 요소들을 배치하고 각 요소가 의미하는 바
를 정의로 나타내었다.

이후 이 요소들을 8명의 이학 전문가에게 제시하고, 
각 연구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들이 CT 요소들
로 설명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CT 요소를 활용하여 
연구의 진행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7명의 
전문가 모두 각 분야의 연구를 CT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연구를 사례로 들어 요소에 
맞춰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
의 최종 결과물인 문제발견형 CT-SI 모형과 문제해결
형 CT-SI 모형을 개발하였다. 문제발견형 CT-SI 모
형은 문제인식-자료 수집-자료 분석-자료 표상-예측-
문제 도출-(설계)로 이어지는 단계로 과학의 연구 중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봉착한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
는 과정을 대변하는 탐구 모형이다. 문제해결형 
CT-SI 모형은 문제 명료화-문제 분해-추상화-절차화
-(자동화-모의실험-병렬화)-오류 확인-해결안 제시로 
이어지는 단계로 추상화와 자동화가 필요한 과학적 
문제해결 과정을 대변한다. 본연구에서는 이 두 모형
이 개별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장기간 프로젝트의 경
우 상호 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복합 모형까지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를 면담하였으며, 현장 탐구 수업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과학교사 2인에게 현장 탐구 
활동에 접목 가능성을 검토하고 모형을 활용한 탐구 
수업 사례를 개발하도록 요청하였는데, 모두 적절하다
는 응답과 함께 중학교와 고등학교 탐구 수업에 적용
할 수 있는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현장
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발견형 CT-SI 모형
과 문제해결형 CT-SI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다
양한 수업 현장에서 적용해보길 권장하는 바이다. 특
히 초등에서는 문제발견형 CT-SI 모형을 활용하여 어
린 학생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끌어낼 수 있
는 학습이 이뤄지길 권장한다. 이를 통해 과학 탐구 
활동과 학습에 흥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등에서는 문제해결형 CT-SI 모형을 통해 기
존의 실험 방법이 아닌 본인이 스스로 탐구 실험을 
설계해볼 수 있는 학습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
내되기를 권장한다. 이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능력을 
자극할 수 있고, 문제해결의 과정을 직접 기획해보면
서 과학 문제의 융복합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STEAM 교육과 같은 특성화 교육에서는 

복합 모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융복합적 상
황에서 필요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도출해나가고, 
자신이 도출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방안을 기
획하여 운영할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컴퓨팅 사고가 실제 과학 수업에서 활용
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탐구 수업에 접목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 탐
구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문헌 
분석 및 이학 전문가들의 사례 분석, 교육학 전문가와 
컴퓨터 공학 전문가의 교차 분석 및 현장 교사의 탐
구 수업 접목 사례 등 다각도 검증을 수행하여 타당
성을 높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성
취해야 할 기능으로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CT-SI 모
형을 기반으로 다양한 탐구 수업 사례를 개발하고 적
용한다면 새로 제시된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석’,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 기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교사교
육 과정이나 연수에 도입하여 다양한 사례를 개발하
고 적용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수행하는 탐구 수업에 
다양성을 높일 수 있고 학생들이 스스로 융복합적 문
제를 해결해가는 능력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국 문 요 약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는 2015 
개정 과학교육과정 및 미국의 차세대 과학교육표준
(NGSS)에서 새로운 탐구 기능 혹은 역량으로 제시
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교육부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함에 따라 컴퓨팅 사고에 관한 관심
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과학교육 분야에서 컴
퓨팅 사고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관련 분야의 문헌 분석을 통해 컴퓨팅 사고 요소들
을 과학 탐구에 접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먼저 컴퓨팅 사고의 요소에 대한 여
러 정의를 정리하였고, 이를 활용한 모형을 개발하
기 위해 일반 문제해결 과정과 과학적 탐구과정들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과
학 분야에서 문제해결에 접목한 사례들과 비교하여 
컴퓨팅 사고 기반 과학 탐구(CT-SI) 모형의 요소들
을 정리하였다. 정리된 요소들을 이학 전문가들에
게 제공하여 각 분야의 연구 과정과 컴퓨팅 사고 요
소들을 접목하여 설명하게 한 후, 이를 기반으로 문
제발견형 CT-SI 모형과 문제해결형 CT-SI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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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였다. 개발된 두 모형은 이학 전문가들에 의
해 모형의 단계가 각 분야의 연구에 활용 가능하다
고 검토받았으며, ‘문제발견형’은 과학 연구 과정에
서 정보를 선별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과 이론
적 연구에서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추론 연구 과정
에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문제해결형’은 과학의 
일반적인 연구 과정 및 공학설계를 활용한 공학적 
문제해결과정에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
장 교사 2인에 의해 중고등학교 현장 탐구 수업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
형은 다양한 과학 교과의 탐구 활동과 연계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석’, ‘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 역량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컴퓨팅 사고, 과학적 문제해결, 과학 탐구, 
컴퓨팅 사고 기반 과학 탐구(CT-SI) 모형, 문제발
견형 CT-SI 모형, 문제해결형 CT-SI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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