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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사고력은 복잡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컴퓨터 과학의 개념과 원리 혹은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는 

절차적인 사고 능력을 의미한다. 컴퓨팅 사고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컴퓨팅 사고력 향상 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들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습자들의 사고력 향상을 평가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컴퓨팅 

사고력 평가 기준으로 컴퓨팅 사고력 문제 해결 요소 10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평가(Evaluation)

I. 서 론

컴퓨팅 사고력은 복잡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

하여 컴퓨터 과학의 개념과 원리 혹은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는 

절차적인 사고 능력을 의미한다. 컴퓨팅 사고력은 컴퓨터 과학의 

핵심이며 21세기 사회에서 모든 학습자가 갖추어야할 기초 학습 

능력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의 주요 선진국이나 IT 강대국이라 하는 인도 등

에서는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개

편하고 있다[1][2][3].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

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함께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함

께 고려되어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ScratchEd Team은 컴퓨팅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컴퓨팅 사고의 개념, 실천, 관점 세 가지로 구분하고 스크래치 프

로그래밍 언어에 등장하는 반복문, 제약 조건문, 순차 구조, 협업 

등을 학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4], SRI의 학습 기술 센터

는 국가 과학 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컴퓨팅 사고력 평가의 뼈대를 구성하고, 평가의 세 영역으로서 알

고리즘, 프로그래밍, 반복, 추상화, 디버깅과 테스트, 변수의 컴퓨

터 과학의 개념, 평가, 탐색, 분석, 설명, 검토, 모델링을 포함하는 

연구 능력, 출판, 표현, 의견일치, 논의 등을 포함하는 의사소통과

협업능력을 구성하였다. 
현재 평가 방안들은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루거나 컴퓨터 과학

의 원리 학습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컴퓨팅 사고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 능력으로 문제 해결 절차와 해결 방법

과 함께 컴퓨터 과학의 개념과 원리, 컴퓨팅 시스템 활용도 평가되

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사고력의 정의에 따라 문

제 해결에 중심을 두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설계하고자 하

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컴퓨팅 사고력

컴퓨팅 사고력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컴퓨터 과학의 개념과 원리, 컴퓨팅 시스템의 능

력을 활용하는 절차적인 사고 능력이다. 컴퓨팅 사고력은 문제 빠

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문제 해결 요소를 몇 가지 포함하고 있다.
ISTE와 CSTA는 컴퓨팅 사고력의 문제 해결 요소로서 자료 수

집, 자료 분석, 자료 표현, 문제 분해, 추상화, 알고리즘과 절차, 자
동화, 시뮬레이션, 병렬화의 9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1], 코드닷

오알지의 경우는 추상화, 알고리즘, 문제 분해, 패턴인식, 프로그

래밍이라는 5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5]."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2R1A1A4A0101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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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사고력

문제해결요소
평가 방안

문제핵심 파악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문제에서 해결해야 하는 핵심(목표)은 무엇인가?

자료 수집

제시된 문제 중에서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단어는 

무엇인가? 

문제 해결에 관련된 적절한 자료를 수집했는가?

자료 분석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가?

자료 표현
수집 분석된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자료 

표현에 적절한 그래프, 도표 등을 사용하였는가? 

문제 분해
큰 문제를 해결 가능한 작은 문제들로 나누어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

추상화
문제 해결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을 잘 

선정하는가?

패턴인식
문제 해결 과정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정확하게 

인식하는가?

알고리즘과 절차

논리적 흐름에 맞게 설계 되었는가?

문제 해결 과정이 논리적 흐름을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세부적으로 잘 구성되었는가?

자동화

문제 해결에 적절한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코딩하는가?

프로그래밍 언어나 프로그램 사용에서의 오류에 대한 

디버깅 과정이 적절한가?

시뮬레이션 문제 해결 결과가 정확하게 산출되는가?

표 1. 컴퓨팅 사고력 평가 방안

Table 1. Computational Thinking Evaluation Method

그러나 컴퓨팅 사고력은 반드시 프로그래밍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과학의 개념과 

원리를 활용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면 컴퓨팅 사고력

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문제 해결과 관련되는 사고 능력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의 핵심 파악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의 문제 해결 요소를 문제 핵심 파악, 자
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 표현, 문제 분해, 추상화, 패턴인식, 알고

리즘과 절차, 자동화, 시뮬레이션의 10가지 요소를 선정하고 평가 

기준을 이 요소들로 제시하고자 한다. 

III. 컴퓨팅 사고력 평가 방안

컴퓨팅 사고력 평가 방안은 앞에서 제시한 컴퓨팅 사고력의 문

제 해결 요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컴퓨팅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 데 있다. 본 연구는 21세기 학습자가 반드시 학습해야 

할 능력으로서의 컴퓨팅 사고력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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