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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 비

전공자 컴퓨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여러 교육이 실행되고 있지만, 그 교육이 비전공자의 컴

퓨팅 사고력 관점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비전공자 대상 컴

퓨팅 수업이 컴퓨팅 사고력 관점에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고등교육 수준의

AP Computer Science Principle을 기반으로 컴퓨팅 사고력 관점의 평가 프레임워크와 그에 따른 문항을

개발하여 수업 참가자들에게 적용하였다. 그 결과, 수업 이후 역량이 수업 전 보다 유의미하게 향상되었

다. 수업 전 역량은 전공 영역별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지만 수업 이후에는 차이가 없어졌다. 즉, 본

수업은 학생의 컴퓨팅 사고력 측면의 역량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비전공자 그룹에서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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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analysis based on computational thinking 

of a computing course for non-computer maj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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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iven the background of so-cal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universities practice computing

education for non-majors to equip them with computational thinking(CT). Universities apply

different courses but researches analyzing effectiveness of the courses based on CT are limited.

This research is conducted to understand a computing course for non-majors is effective in terms

of CT. A CT based evaluation framework is designed referring to AP Computer Science Principles.

Questionnaires are developed based on the framework and applied to the course participants. As

results, students’ post scores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pre scores. In addition,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e-test scores by major category while there is no difference in post-test.

Humanity & social science group showed the largest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 results with

science & engineering and computer in order. In sum, it is found that this course is effective to

facilitate students abilities in terms of CT, particularly for the non-computer majors.

Keywords : non-computer majors, computing education, programming education,

computational thinking,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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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및 배경

정보과학이 사회 및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

게 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의 흐름이 이동

하고 있다[1]. 한국 뿐 아니라 영국, 일본, 인도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

아갈 학생들이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노력의 중심에 컴퓨팅 교육이 있다.

컴퓨팅 교육은 정보 과학의 기본 원리를 바탕

으로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의 향

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차이는 있

지만 유사한 의미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래밍

교육, 코딩 교육, 정보과학 교육, 컴퓨터 교육, 컴

퓨터 과학 교육 등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컴

퓨터의 기본 원리인 컴퓨팅(computing)을 강조하

는 컴퓨팅 교육을 사용하였다.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은 Alan

Perlis가 처음 사용했고, 그 후 Seymour

Papert[2],[3], Jeannette Wing[4]에 의해 대중화된

용어이다. 단일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문제

해결방안을 정보처리 행위자(agent)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도록 문제와 해결

방법을 형성하는 사고과정[5]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초·중등 컴퓨팅 교육

은 정보화 시대와는 다르게 변화하는 경향을 보

인다. 내용적으로 ICT, 응용프로그램에서 정보과

학 중심으로, 접근성 측면에서 보편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고 있다[6][7][8][9][10].

초·중등과 다르게 교육기관별 자율이 강한 고등

교육에서도 내용 측면에서 컴퓨팅 사고력

(computational thinking)을 강조하고, 컴퓨터 전

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컴퓨팅 교육을 비전공

자에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11][12][13].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컴퓨팅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연구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Google

scholar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고등교

육, 비전공자, 컴퓨팅 수업 및 유사 키워드로 검

색한 후, 적절한 문헌을 73개 선별하여 분석하였

다. 문헌 수로 보았을 때 비전공자 대상 컴퓨팅

교육은 1980년대 후반[14]부터 2000년 전까지 주

목받는 분야가 아니었다. 2000년대부터 꾸준히 비

전공자의 컴퓨팅 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0년 이후,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컴퓨팅

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학습자 역량(컴퓨팅 사고력 등)에 대

한 관심의 증가가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 대상 컴퓨팅 교육으로 이어졌다. 2010

년 이후 관련연구 수의 증가가 이를 뒷받침한다.

기간
1990
이전

1996-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현재

문헌수 1 7 14 14 27 10

<표 1>기간별고등교육비전공자컴퓨팅교육문헌수

비전공자 대상 컴퓨팅 수업 관련 연구는 교육

과정 개발, 교수학습방법 효과, 프로그래밍 언어

도입 효과, 도구/환경 개발, 학습자 특성 등의 내

용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새로운 교육과정, 교수

학습방법, 프로그래밍 언어, 도구/환경을 도입 후

효과를 확인하는 효과 연구를 따로 분석하였다.

효과 연구에서 효과를 확인하는 준거는 인지적,

정의적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15][16][17][18][19]과 같이 학습자의 효능감, 인

식, 만족, 흥미 변화를 보는 정의적 효과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보다 적은 연구([20][21] 등)에

서 이해도, 학업 성취도, 혹은 CT기반 평가의 성

취도 등의 인지적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육과정 효과 분석 연구는 단일 요소(프로그래

밍 언어, 교수학습전략 등)를 확인하기보다, 교육

현장 자체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육 자체가 효과가 있는지 알아

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지만 검토한 문헌에서

효과를 확인하는 대상은 교육과정보다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나 환경[22][23]과 교수학습방법

[24][25]이 주를 이루었다.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는 있지만 효과성 평가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26][27].

인지 효과 연구와 교육과정 효과 연구의 수가

부족하다보니 교육과정의 인지적 측면 효과 연구

는 그 수가 더욱 제한적이다. 적은 수에도 불구하

고 교육과정의 인지적 측면에서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논리적 사고력[28], 블룸의 수정된 교육목

표 분류[29], 컴퓨팅 사고력 역량(문제 발견, 문제

분석 및 표현, 문제 해결 전략)[26]에 대해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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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비전공자 교육에서 컴퓨팅 사고력이 중요함

[2]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비전공자에게

컴퓨팅 사고력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컴퓨터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컴퓨팅 수업이 컴퓨팅 사고력 측

면에서 비전공자에게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전공자와 비전공

자의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비전공자에게 해당

수업이 효과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

구 결과가 비전공자 대상 컴퓨팅 교육과정의 도

입과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될 것

이라 생각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비전공자 대상 컴퓨팅 교양 수업이

컴퓨팅 사고력 관점에서 비전공자의 역량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여 컴퓨팅 사고력 관점의 비전공자 역량 향상 여

부에 답하고자 하였다.

A. 수업 전과 수업 후 수강생의 컴퓨팅 사고력

관점의 역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B. 전공계열별로 사전, 사후에 컴퓨팅 사고력

관점의 역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C. 전공계열별로 사전과 사후 점수의 차는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가?

3. 연구방법

3.1 컴퓨터 비전공자 대상 교양 컴퓨팅 수업

3.1.1 개요 및 교육 목적

본 연구에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수업은 A

대학의 컴퓨터 비전공자 대상 컴퓨팅 강의이다.

2004년 A 종합대학의 핵심교양 강좌로 개설되어

현재(2017년)까지 운영하고 있다. 수업의 목적은

비전공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을 명시적으로

코드화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30, p. 6]. 2004

년 개설 당시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용어가 보편

화되지 않았지만, 의미상 수업의 목적이 문제 해

결방안을 정보처리 행위자(agent)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도록 문제와 해결

방법을 형성하는 사고과정[5]인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것과 결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수업은 16주차로 매년 1회 ~ 2회 개설된다. 이

론수업, 실습, 과제, 평가의 4가지로 구성된다. 수

업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의 큰 틀은 매 수업마다

동일하지만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변경되어왔다.

본 연구는 2016년, 2017년 1학기 수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이 두 수업의 교육과정 및 교수

학습방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수업내용은 크

게 정보의 표현, 알고리즘, 인공지능이고, 교수학

습방법은 강의(이론), 실습, 퀴즈 및 과제, 동료학

습(튜터링, 동료평가)이다.

3.1.2 교육과정

1) 내용

수업 내용은 현상을 데이터와 정보로 표현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문

제 해결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비전공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당면하는 문제는 선형적이거나 룰기반

(rule-based)이 아닌 비선형적이고 개방된

(open-ended) 문제이다[2]. 따라서 선형적 알고

리즘부터 대안적 문제해결 방법까지 학습내용에

포함하였다. <표 2>는 2016년 수업의 교육과정이

다. 큰 틀에서 2017년 1학기와 내용이 유사하므로

2016 수업 교육과정을 통해 내용을 서술하겠다.

세부적으로 11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1~4

챕터는 정보의 표현, 5~8 챕터는 알고리즘, 9~11

챕터는 인공지능 파트이다. 정보의 표현 파트에서

는 컴퓨터의 작동원리와 데이터와 정보가 무엇이

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코드화되고 문제

해결에 사용되는지를 설명한다. 알고리즘 파트에

서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는 어떻게 구조화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어떤 것이 있으

며, 함수와 재귀는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인공지

능 파트에서는 기본적 알고리즘(순차적 알고리즘)

에서 확장된 대안적 전략인 인공생명, 유전자 알

고리즘, 신경망 알고리즘, 바이오닉스, 집단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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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수업내용 실습내용 과제

1
0. 강의소개
1. 정보는 생각의 표현

해당 사항
없음

과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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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6 수업 교육과정

등을 가르친다.

2) 교수학습방법

본 수업은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여 수

강생이 풍성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강의식 수업을 기반으로 개인과 팀 단위 퀴즈, 과

제와 실습, 그리고 조교 및 튜터를 통한 학습지원

을 제공한다.

첫째, 매 수업 종료 시 해당 수업 내용 이해여

부를 단답식 퀴즈로 확인한다. 퀴즈는 배운 내용

을 인출(recall)하게 하여 장기기억에 정보가 저장

될 수 있도록 돕는다[31].

둘째, 한 학기 4~5개의 과제를 주고 학습내용을

복습하게 한다. 단답식 문항보다 학습내용을 바탕

으로 한 창의적 대답을 요구하는 문제로 구성하

였다. ‘동양인과 서양인을 구분하는 방법을 IPO

(Input – Process – Output) 절차를 사용하여

표현하기’를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실습은 교육 프로그래밍 언어를 직접 경

험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하였다. 약 4주 동안

블록 프로그래밍 언어(엔트리, 스크래치), 피지컬

컴퓨팅(엔트리 보드), 텍스트 프로그래밍 언어(파

이썬)를 통해 변수, 연산자, 반복, 조건, 재귀, 함

수 등을 이해하고 직접 실행해보게 했다. 학생들

은 실습 수업 후 과제를 통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며 복습한다.

넷째, 조교와 튜터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개별학

습을 지원한다. 본 강의는 수강생의 수가 100명

이상인 대형 강의이며, 2015년과 2016년에는 400

명 이상이 수강한 초대형 강의이다. 대형 강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풍성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대학원생 조교와 학부생

튜터를 도입하였다. 이는 동료학습(peer learning)

의 일환이다. 수강생 수에 따라 조교와 튜터의 수

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학부생 튜터는 직전학기

해당 강의 수강생 중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선

발하여 ‘멘토’라는 이름으로 수업 내용, 퀴즈, 과

제, 실습 등을 지원한다.

3) 평가

학업성취는 학습 과정 중 생산물인 퀴즈, 과제

와 중간고사를 합한 형성평가와 기말고사의 총괄

평가로 평가한다.

형성평가는 학습자의 상태를 교수자에게 알려

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도와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32].

평가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동료평가 (peer

review) 방법을 도입하여 동료의 과제를 평가하도

록 하였다. 학생을 평가에 참여시켜 학습 효능감

과 동기를 발달시킬 수 있다[33]. 동료평가는 다른

학습자와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여 지식의 결합

및 재조합을 통해 인지적 구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24].

3.2 연구대상

2016년 수강생과 2017년 1학기 수강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016년 수강생 439명 중 376명

이, 2017년 수강생 155명 중 129명, 총 505명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505명 응답자의 성별, 학년별, 전공계열별 분포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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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2016 2017-1 계

남 281명 (74.7%) 96명 (74.4%) 377명 (74.7%)

여 73명 (19.4%) 33명 (25.6%) 106명 (21.0%)

오류 22명 (5.9%) - 22명 (4.3%)

계 376명 129명 505명

<표 6> 응답자 성별 분포

학년 2016 2017-1 계

1학년 188명 (50%) 38명 (29.5%) 226명 (44.8%)

2학년 111명 (29.5%) 43명 (33.3%) 154명 (30.5%)

3학년 33명 (8.8%) 24명 (18.6%) 57명 (11.3%)

4학년 20명 (5.3%) 22명 (17.0%) 42명 (8.3%)

오류 24명 (6.4%) 2명 (1.6%) 26명 (5.1%)

계 376명 129명 505명

<표 7> 응답자 학년별 분포

전공계

열
2016 2017-1 계

컴퓨터 115명 (30.6%) 30명 (23.3%) 145명 (28.7%)

이공 210명 (55.9%) 67명 (51.9%) 277명 (54.9%)

인문사

회
51명 (13.5%) 31명 (24.0%) 82명 (16.2%)

오류 0 1명 (0.8%) 1명 (0.2%)

계 376명 129명 505명

<표 8> 응답자 전공계열별 분포

첫째, 응답자의 약 75% (377명)는 남학생, 21%

(106명)는 여학생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 3

배 많았다. (<표 6> 참조)

둘째, 응답자의 약 45%는 1학년이고, 학년이 높

아지는 순으로 응답자의 분포가 낮아졌다. (<표

7> 참조)

셋째, 응답자의 전공을 컴퓨터 전공,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로 분류하였다. 본 과목은 필수교양

과목으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지만

원하는 컴퓨터 전공생도 들을 수 있다. 응답자 중

이공계열이 277명 (54.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컴퓨터 전공 145명 (28.7%), 마지막으로

인문사회계열 82명 (16.2%) 이었다. (<표 8> 참

조)

3.3 연구절차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문헌연구를 바탕으

로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역량 평가 문항

을 개발하고, 단일집단 전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문헌
연구

→
문항
개발

→
사전
검사

→
사후
검사

→
결과
분석

사전 검사는 개강 후 수강정정이 진행되는 2주

차 이후 3주차에, 사후 검사는 기말고사 문항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3.4 문항개발

컴퓨팅 사고력 개념과 관련 역량에 대한 단일

한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엄밀하

게 컴퓨팅 사고력 역량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어

렵다. 다만 실제적으로 여러 기관 및 정부의 교육

부처에서 각 기관의 목적에 맞게 조적적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기반한 역량을 정의하여 교육

과정 및 평가 문항을 만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컴퓨팅 사고력에 기반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 목적에 맞는 준거를 설정하

고 이에 따라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 역량을 정의

한 평가 프레임워크를 선정 및 수정하였다.

3.4.1 프레임워크

본 수업은 컴퓨터 비전공자의 컴퓨팅 사고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 컴퓨팅 사고력을 문제 해결

방안을 정보처리 행위자(agent)가 효과적으로 처

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도록 문제와 해결방

법을 형성하는 사고과정[5]으로 보고, 비전공자들

이 컴퓨팅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공 분

야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적용하도록 수업을 구성

및 운영했다. 따라서 평가 프레임워크는 컴퓨팅

사고력 증진을 목표로 고등교육 혹은 유사 수준

을 대상으로 하고, 컴퓨팅 원리와 실천(적용 및

문제해결)을 구성요소로 하는지 여부를 준거로 선

정하였다.

Advanced Placement Computer Science

Principle (이하 AP CSP)은 미국의 대학과목 선

이수제 과목 중 하나다. 대학과목 선이수 과목이

기 때문에 고등교육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 AP CSP는 컴퓨팅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전공 및 진로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AP CSP의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는 이론(big

ideas)과 실천(practices)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는 다지선다형 평가와 프로젝트로 진행한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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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영역 포함

기본개념
(Big ideas, BI)

1: Creativity ×
2: Abstraction ○
3: Data and information ○
4: Algorithms ○
5: Programming ○
6: The Internet ×
7: Global impact ×

<표 3> AP Computer Science Principles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구성

컴퓨팅 사고력
실천

(Computational
thinking
practices,
CTP)

P1: Connecting computing ○
P2: Creating computational
artifacts

○

P3: Abstracting ○
P4: Analyzing problems and
artifacts

○

P5. Communicating ×
P6. Collaborating ×

AP CSP는 컴퓨팅 사고력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

교육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원리와 실천을 함께

본다는 점에서 본 과목의 추구 방향과 일치하다

고 판단되어 AP CSP의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문항 개발을 위한 평가 프레임워크로 선정하였다.

AP CSP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는 기본 개념(Big

Ideas)과 컴퓨팅 사고력 실천(Computational

Thinking Practices)으로 구성된다. 기본 개념은

컴퓨터 과학의 근본이 되는 개념이다. 컴퓨팅 사

고력 실천은 학생들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실

천하게 하는 영역이다[34].

기본 개념은 7가지 세부 영역으로 구성된다. 창

의성(Creativity), 추상(Abstraction), 데이터와 정

보(Data and Information), 알고리즘(Algorithms),

프로그래밍(Programming), 인터넷(The Internet),

글로벌 영향(Global Impact)이다. 컴퓨팅 사고력

실천은 6가지 세부 영역으로 나뉜다. 컴퓨팅과 연

관짓기(Connecting Computing), 컴퓨팅 산출물

만들기(Creating computational artifacts), 추상화

하기(Abstracting), 문제와 산출물 분석하기

(Analyzing problems and artifacts), 소통하기

(Communicating), 협동하기(Collaborating) 이다.

이상의 요소 중 평가 형태에 따른 적절성과 수

업 내용에 해당 요소가 반영된 여부를 고려하여

컴퓨팅 사고력 실천 부분에서 4영역, 기본 개념에

서 4영역, 총 8개 영역으로 최종 프레임워크를 선

정하였다. (<표 3> 참조) 기본개념의 창의성

(creativity), 컴퓨팅 사고력 실천의 소통하기

(communication)와 협동하기(collaboration)는 지

필고사 형태의 본 평가보다는 프로젝트나 산출물

형태의 평가 방식으로 더 잘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기본개념의 인터넷(the

internet)과 글로벌 영향(global impact)은 수업에

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제외하였다.

3.4.2 문항 선정

AP CSP에서 도출한 문항 개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기존 문항 중 적절한 문항을 선정하였

다. AP CSP의 평가 문항[34][35]과 캐나다의

Beaver Computing Challenge (이하 BCC)의 문항

[27]을 참조하였다. BCC는 매년 초등부터 중등학

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컴퓨터 과학을 소개하

기 위해 실시하는 문제해결능력 경진대회이다. 학

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

로 한 문제해결 역량을 평가한다[36]. BCC에서

사용한 문항과 결과는 웹을 통해 공개된다. 평가

방향이 본 연구와 일치하고 문항이 공개되어 사

용이 편리한 점을 고려하여 BCC 문항을 연구에

참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10학년을 대상으로

한 문항을 검토하였다.

AP CSP와 BCC 문항 중 난이도 및 적절성을

고려하여 1차로 문항을 선별하였다. 이후 각 문항

이 프레임워크의 어떤 영역을 다루는지 분석하였

다. 문항이 어떤 영역을 포괄하는 지는 AP CSP

교육과정 프레임워크의 세부 정의와 평가 프레임

워크에서 제시하는 영역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컴퓨팅 사고력은 복합적 영역이므로 한 문항이

한가지 영역만 다루는 것이 어렵다. 각 문항은 단

일 영역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 걸

쳐있다. 예를 들어 최종 선정된 2번 문항의 경우

기본개념에서 추상화,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을, 컴

퓨팅 사고력 실천에서 컴퓨팅과 연관짓기, 컴퓨팅

산출물 만들기, 추상화하기의 영역을 평가한다

(<표 4> 참조).

영역별로 문항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2차로 11

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연구진과 수업조교가 평

가의 현장 적용가능성 등을 최종 논의하여 7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 7개의 문항을 번역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 수정하였다.

기본 개념과 컴퓨팅 사고력 실천의 각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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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항이 포함되었는지 <표 5>에 요약하였다.

문항은 사전에 사용할 4문항, 사후에 사용할 3문

항으로 나누었다. 문항번호는 사전이 1~4번, 사후

가 5~7번이다.

명령어 설명

ONLY w 단어 w만 포함하는 라인을 선택한다.

FIRST n
처음부터 n번째 라인까지 선택한다.
(만약 전체 라인이 n보다 작다면, 모든
라인을 선택한다.)

LAST m
끝에서부터 m번째 라인까지 선택한다.
(만약 전체 라인이 m보다 작다면, 모든
라인을 선택한다.)

COUNT
입력값에 남아있는 모든 라인의 수를
센다.

|

구분자.
철수는 위의 명령어를 구분할 때, |를
사용한다. 앞에 있는 명령어의 출력값이
다음 명령어의 입력값으로 사용된다.
예) A | B | C
- A의 출력값이 B의 입력값으로 사용됨.

B의 출력값이 C의 입력값으로 사용됨
- 최초 입력값은 철수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임

2. 철수는 내일 해변으로 놀러 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13:00-19:00(1:00pm-7:00pm) 사이에 적어도 3시간 이상

날씨가 맑을(sunny) 경우에만 가려고 한다. 철수는

기상청에서 내일의 일기예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

파일은 00:00-01:00부터23:00-24:00시 까지 한 시간에

한 라인, 즉 24개의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라인에는 해당 시간의 날씨를 나타내는 sunny, cloudy,

rainy, snowy 중 한 단어가 표시되어 있다. 철수는 이

데이터 처리를 위해 표에 있는 명령어만 사용할 수 있다.

철수가 해변으로 놀러갈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어는 무엇인가?

(A) FIRST 19 | LAST 6 | ONLY sunny | COUNT

(B) ONLY sunny | FIRST 19 | LAST 6 | COUNT

(C) FIRST 20 | LAST 7 | ONLY sunny | COUNT

(D) LAST 20 | FIRST 6 | ONLY sunny | COUNT

<표 4> 문항 예시 (사전 2번 문항)

구성 영역 사전 사후

기본개념
(Big
Ideas)

2. Abstraction 2, 3, 4 6, 7

3. Data and Information 3 6

4. Algorithms 1, 2, 4 5, 6, 7

5. Programming 1, 2 5, 7

컴퓨팅
사고력
실천
(CT

Practices)

P1. Connecting
Computing

2, 3, 4 6, 7

P2. Creating
Computational Artifacts

1, 2 6, 7

P3. Abstracting 2, 3, 4 7

P4. Analyzing Problems
and Artifacts

1, 3, 4 5, 6

<표 5> 영역별 포함 문항 번호

3.4.3 가중치

각 영역에 동일한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한 영

역 당 문항 수가 1~3개로 상이하기 때문에 계산

의 편의를 위해 한 영역 당 총점을 6점으로 하고

각 구성별로 총점은 24점, 전체 48점을 총점으로

계산하였다. 문항별 점수는 한 영역 당 문제 수에

따라 문제가 3개인 경우 2점, 2개인 경우 3점, 1

개인 경우 6점으로 하여, 영역별 총점이 6점이 되

도록 하였다.

4. 결과

비전공자 대상 컴퓨팅 교양 수업이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 관점의 역량 향상에 효과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수립

하였다.

A. 수업 전과 수업 후 수강생의 컴퓨팅 사고력

관점의 역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B. 전공계열별로 사전, 사후에 컴퓨팅 사고력

관점의 역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C. 전공계열별로 사전과 사후 점수의 차는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가?

각 연구 문제별로 컴퓨팅 사고력 관점의 효과

성 평가 문항 결과를 분석하였다.

4.1 연구문제 A. 사전, 사후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수업을 듣기 전 사전 평가에 비해 수업 이후

사후 평가의 평균이 높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본 수업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평균 비교를 하기 위해 짝지어진 T검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표 9>와 같이 사후 점수 평

균이 사전 평균 점수에 비해 11.15점 높았으며, p

값은 0.001이하로 유의미성이 높았다. 학습자들은

본 수업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 관점의 평가 점수

가 향상되었다.

t값 자유도 p값 평균차

15.36 504 <.001*** 11.15

<표 9> 사전, 사후 평가 짝지어진 T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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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평균 sd df F p값

컴퓨터a 33.8 14.5
집단간=2

집단내=501
8.584 <.001***이공a 30.2 14.1

인문사회b 25.4 16.3

* 사후검증: Scheffe, 유의수준 0.05

<표 10> 사전평가 전공별 일원분산분석 결과

계열 평균 sd df F p값

컴퓨터a 42.0 9.67
집단간=2

집단내=501
0.287 .751이공a 41.7 8.19

인문사회a 41.1 9.07

* 사후검증: Scheffe, 유의수준 0.05

<표 11> 사후평가 전공별 일원분산분석 결과

20
25
30
35
40
45

사전 사후

컴퓨터 이공 인문사회

[그림 1] 전공계열별 사전, 사후 점수 비교

4.2 연구문제 B. 전공계열별 사전, 사후 평가

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해당 수업은 컴퓨터 비전공자를 위한 수업이지

만 핵심교양 과목으로 컴퓨터 전공자들도 수업을

수강할 수 있어,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비교가 용

이하다. 전공계열별로 사전 평가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사후 평가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수업 전 전공계열에 따라 존재했던 역량

차이가 본 수업을 통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전공계열을 컴퓨터 전공, 이공계, 인문사회계로

나누고 평균비교를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사후검증은 Scheffe 검증을 유의수준 0.05에

서 실시하였다.

사전 평가 결과는 <표 10>과 같다. 컴퓨터 전

공 평균이 33.8로 가장 높았고, 이공계 30.2, 인문

사회계가 25.4로 가장 낮았다. 이 평균 차는 유의

수준 0.001 이하로 높은 유의성을 보였다. Scheffe

검증 결과 컴퓨터 전공과 이공계열은 같은 집단

으로 인문사회는 다른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사후 평가 결과는 모든 집단의 평균이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컴

퓨터 전공 평균이 42, 이공계 41.7, 인문사회계가

41.1로 약 0.3~0.9의 평균차가 있지만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의 전공별 평균 차를 비

교한 결과 사전 평가에서는 전공계열에 따른 점

수 차가 뚜렸했으나, 수업 이후 사후 평가에서는

평균 차이도 미미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업이 전공별 컴퓨터 사

고력 기반의 역량 차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

다고 볼 수 있다.

4.3 연구문제 C. 전공계열별 사전, 사후 평가

점수의 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B에 추가하여 사후점수가 사전점수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지 전공계열별로 확인하였

다. 사후에서 사전 점수를 뺀 점수 차에 대해 일

원분산분석과 유의수순 0.05에서 Scheffe 사후검

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1]은 전공계열별로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 차

의 평균은 인문사회계가 15.6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공계 11.4, 컴퓨터 전공이 8.2 순이었다. 유의수

준 0.01에서 유의미하였다. 수업 전과 후의 점수

증가 폭이 인문사회계가 가장 크고, 이공계, 컴퓨

터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수업이 시작되기

전 컴퓨팅 사고력 기반 역량이 가장 낮았던 인문

사회계가 수업을 통해 가장 역량이 많이 향상되

었다. 더불어 인문사회계와 컴퓨터 전공의 중간

정도의 역량을 보였던 이공계도 수업을 통해 컴

퓨터 전공 수준으로 역량이 향상되었다. 수업이

비전공자도 전공자만큼 컴퓨팅 사고력 기반 역량

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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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평균 sd df F p값

컴퓨터b 8.2 16.3
집단간=2

집단내=501
5.554 0.004**이공ab 11.4 15.5

인문사회a 15.6 18.2

* 사후검증: Scheffe, 유의수준 0.05

<표 12> 사후-사전 평가 차이 전공별
일원분산분석 결과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컴퓨터 비전공자 대상 컴퓨팅 수업이

컴퓨팅 사고력을 관점으로 한 비전공자의 역량 향

상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

하였다.

컴퓨팅 사고력 관점에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Advanced Placement Computer Science

Principle (AP CSP)에 기반한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평가 프레임워크는 기본 개념(big

ideas)와 컴퓨팅 사고력 실천(CT Practices)로 구

성하였다. 기본 개념은 추상(Abstraction), 데이터

와 정보(Data and Information), 알고리즘

(Algorithms), 프로그래밍(Programming)의 4가

지, 컴퓨팅 사고력 실천은 컴퓨팅과 연관짓기

(Connecting Computing), 컴퓨팅 산출물 만들기

(Creating computational artifacts), 추상화하기

(Abstracting), 문제와 산출물 분석하기(Analyzing

problems and artifacts)의 4가지 세부요소로 나

누었다. 평가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AP CSP 문

항과 Beaver Computing Challenge 문항을 참조

하여 사전, 사후 문항을 선정하였다.

A 대학의 교양 컴퓨팅 수업의 수강생을 대상으

로 사전,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수업은 비전

공자의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을 위해 개설되었다.

수업 내용은 정보의 표현, 알고리즘, 인공지능 파

트로 구성되었으며, 교수학습방법은 강의(이론), 실

습, 퀴즈 및 과제, 동료학습(튜터링, 동료평가)이다.

평가는 퀴즈,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구성하였

으며, 과제 평가의 일부분은 동료평가 방법을 사용

하였다.

2016년, 2017년 1학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평가

를 실시하여 총 505명의 유효한 데이터를 얻었다.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강생의

컴퓨팅 사고력 관점의 역량 평가에서 사후 점수 평

균이 사전 점수에 비해 11.15점(p<.001) 향상되었

다. 본 수업이 수강생의 컴퓨팅 사고력 관점의 역

량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둘째, 수업 전 전

공별로 역량 차이가 있었지만 수업을 통해 역량 차

이가 없어졌다. 사전에는 전공계열별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컴퓨터 전공 > 이공계열 > 인문사회계

열, p<.001)가 있었지만 사후에는 전공계열별 평균

차이가 거의 없었고 유의미하지도 않았다. 셋째,

전공별로 사후점수와 사전점수 평균 차를 분석한

결과 수업 전 역량이 가장 낮았던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크게 성장하였으며, 이어 이공계열, 컴퓨터

전공 순이었다. 이 성장의 차(사후평균-사전평균)는

계열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1).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본

비전공자 대상 컴퓨팅 수업은 수강생의 컴퓨팅 사

고력 관점의 역량 향상에 효과가 있다. 특히 비전

공자, 비전공자 중에서도 수업 전 역량이 가장 낮

았던 인문사회계열의 역량 향상에 효과가 있다. 전

공자, 이공계, 인문사회계 순으로 수업 전에 뚜렷

하게 존재했던 역량 차이가 수업 이후에는 존재하

지 않았다. 즉, 본 비전공자 대상 교육과정이 비전

공자의 컴퓨팅 사고력 관점의 역량 향상 효과가 확

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의 세부 요소, 즉, 특정 내

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학생 요소 등이 컴

퓨팅 사고력 관점의 역량을 향상시켰는지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특정

요소만 구분지어 실험 연구를 하기에 여러 제한이

있는 점과 현장에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컴퓨팅 교육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교육과정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아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를 발판으로 여러 교육

과정에 대한 다양한 효과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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