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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ARCS 모형을 적용한 컴퓨팅 사고력 수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컴퓨팅 사고력 교육과 ARCS 모델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ARCS의 각 동기요소(주의집중(A), 관련성(R), 자신감

(C), 만족감(S))에 따른 세부 수업 전략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ARCS 모델을 적용한 실험반과 일반적인 수업을 실시

한 비교반의 학습동기 검사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실험반의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력 수업에 대한 학습동기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 전공 관련 학생들의 학습 동기는 비교반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전

공 학생들은 관련성(R) 영역이, 비전공 학생들은 만족감(S)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

과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교양 교육에서의 컴퓨팅 사고력 수업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computational thinking class using ARCS model to increase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Then, this study designed the detailed instruction strategy according to each motivation 
factor(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Satisfaction) of ARCS through the previous study on computational thinking 
education and ARCS model. The results of the ARCS test were compared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to which the 
ARCS model was applied and the control group to which the general class was conducted. As a result,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motivation for learning about computational thinking. In particular, the 
learning motivation of computer-related major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In addition, majors 
were found to have high relevance(R) and non-majors had high satisfaction(S). Therefor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ment for effective computational thinking class in liberal art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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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프트웨어(Software, 이하 SW)와 컴퓨팅 파워가 다

양한 산업과 우리의 생활 중심으로 들어옴에 따라 경제, 
사회, 인문, 예술 등의 모든 분야에서 컴퓨팅 사고력

(Computational Thinking, 이하 CT)기반의 SW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1]. 이에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이러한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SW 교육

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서 추진하는 ‘SW 중심대학’ 사업과 더불어 대학 교육을 

SW 산업계 수요에 맞게 혁신함으로써 학생·기업·사회

의 SW 경쟁력을 강화하고 SW의 가치 확산을 실현하고

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컴퓨터 관련 전공인 학생들 뿐만 아니라 비전공 

학과의 학생들에게도 SW 교육을 확대함에 따라, 그 동

안 전공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SW 관련 교육이 

대학 교육의 기초 교양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

나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다소 빠르게 여러 대학으로 확

산됨에 따라 많은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에 대한 부담

감’, ‘프로그래밍 난이도에 대한 부담감’, ‘교과에 대한 

낮은 관심과 효용성에 대한 의문’과 같은 어려움을 토로

해 왔다[2].
따라서 대학에서 전공이 아닌 교양 필수 교육으로써

의 SW 교육은 기존의 컴퓨터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목표와는 다르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의 전공자들을 위한 SW교육 목표는 SW 개발자나 설계

자 양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교양

으로써의 SW 교육의 목표는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길러 주는 것이 목표이므로 학습자들의 ‘창
의적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야 할 것이다[2]. 그리고 무엇보다도 SW 관련 교양 과목

은 이들에게 좋은 학습경험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할 것이다[1].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양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컴퓨

팅 사고력 기반의 SW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 및 모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

학에서의 교양 수업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습자가 모

였으며, 각자의 전공 수업에 비해 학습 참여 동기가 낮

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3].

특히, 대학 1학년의 교양교육에서 처음으로 SW 교육

관련 과목을 접함에 따라 수업에 대한 학습동기를 꾸준

히 갖기 어려운 만큼[4], 학습 과정 전반에 걸친 학습 동

기의 제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동안 진행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학습내용의 수준을 전공자 수준

에 비해 낮게 구성하거나, 학습 도구를 진입장벽이 낮은 

언어를 선정하거나, 언플러그드와 같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학습 방법을 활용한 개별적인 연구들이 주를 이

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수업 전반의 개선을 이끄

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5].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교육내용의 선정 및 조직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방

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필수교양으로써의 컴퓨

팅 사고력 교과목에서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향상시

키기 위해서 ARCS 모형을 적용한 교수학습을 설계하

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Ⅱ. 관련 연구

2.1. 교양 교육에서의 컴퓨팅 사고력 교육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각 대학에서는 컴퓨팅 사고력 기

반의 SW 교육을 교양 필수로 지정하여 시행하고자 하

는 움직임이 상당하다.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SW 교육

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을 컴퓨팅 기술을 사용하여 해결

하기 위한 사고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6]. 
이에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SW 교육에 대한 두려

움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공별로 최적화된 교

양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스크래치나 파이썬 등의 진

입장벽이 낮은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를 활용한 수업

을 개발하는 등의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7][8]. 
SW교육이 필수교양으로 개설되기에 앞서 다양한 전

공학생들인 것을 고려한 교과 내용과 교수 방법을 구성

해야 하며, 요구 조사 결과를 통한 난이도의 설정과 더

불어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학습 경험을 이끌어 내야 한

다[1]. 따라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CT 함양을 위

한 SW 교육을 통해 초보 학습 단계에서의 흥미도, 도구 

용이성, 자신감, 숙련도 등의 변화를 탐색함으로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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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과 교수학습방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를 제공

하거나 학생들에게 친숙한 주제를 활용하거나 여러 선

택권을 줄 필요가 있다[4][8][9]. 또한, 비전공자 학생들

은 프로그래밍을 어려워하고, 프로그래밍 교육이 필요 

없다고까지 응답하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

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수는 사전에 소프트웨

어 교육의 필요성뿐 아니라 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전달

해야하며, 전공과 관련된 내용이나 취 창업과 연계된 교

육으로 제공 될 필요가 있다[10]. 이러한 노력은 비전공

자에게도 컴퓨팅 사고력의 향상에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이다[11].
즉, 여러 연구 결과들은 교양 교육에서의 컴퓨팅 사고

력 과목이 학생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친숙한 교과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함을 한결같이 시사하고 있다. 

2.2. ARCS 모델과 관련 연구

학습 동기는 학습자가 배우고자 하는 학습 내용에 대

해 의욕을 가지고 하려는 자세이다[12]. Keller의 ARCS 
모델은 이러한 학습 동기를 실제 수업 설계에 통합한 모

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ARCS 모델은 동기유발의 

중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ARCS 모델의 구성

요소는 Attention(주의집중), Relevance(관련성), Confidence 
(자신감), Satisfaction(만족감)이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

여금 주의력을 집중시키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학습 내용과 학생 간의 관련성을 확인시키며, 새로운 것

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수행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갖도록 하는 교수설계모델이다[13]. 
먼저, ‘주의집중(A)’ 요소는 학습자를 위해 일관성, 

신기함, 변화성의 요소가 적절한 균형을 갖는지 확인하

는 것이다. ‘관련성(R)’은 학습자에게 수업 내용이 유용

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도

록 하는 것이다. ‘자신감(C)’의 요소는 학습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인식시키는 것으로써 학습요

건, 성공기회, 개인적 통제가 그 하위 구성요소이다. ‘만
족(C)’은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의미하며 이는 내재

적 강화, 외재적 보상, 공정성을 포함하고 있다[13].
이러한 ARCS 모델을 적용한 교수-학습은 다음과 같

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동기 향상과 학업

성취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어 왔다.
켈러의 ARCS 전략은 음악과 학습, 국어과 학습, 사

회과 뿐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이나 웹기반 컴

퓨터 교육 등에도 적용되어 그 효과가 이미 밝혀진 바 

있다[14][15] [16][17][18]. 
이러한 연구는 ARCS 모델이 학생들로 하여금 낯설

고 지루한 교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교

양에서의 컴퓨팅 사고력 수업에서도 수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ARCS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동기

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연구 방법

3.1. 실험설계

본 연구는 충청도 소재 A대학교의 일반교양 교육에

서 컴퓨팅 사고력 수업을 듣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조사를 통한 컴퓨

팅 사고력의 교육 범위를 설정하고 주당 2시간씩 15차
시(총30시간) 분량의 수업 내용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ARCS 모델의 특징과 교수설계

의 이론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ARCS 모델의 주의집

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의 네 가지 각 요소에 따른 수

업 전략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설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검증을 위한 독립변인은 ARCS 모델을 적용한 컴퓨팅 

사고력 수업이고 종속변인은 학습동기이다. 실험군과 

비교군의 사후 학습동기 차이와 전공자와 비전공자 내

에서의 실험군과 비교군의 차이 유무를 검증하였다. 집
단 간 검사 결과 분석을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

하였다.

Group Exp. treatment Post Test

G1
Majors

X1

O
Non Majors

G2
Majors

X2
Non Majors

Table. 1 Experimental Design

G1 : Experimental group
G2 : Control group
O : ARCS Learning Motivation
X1 : CT Class with ARCS Model
X2 : CT class of general knowledge transfe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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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실험은 4년제 대학의 기초교양 ‘컴퓨팅사

고력’ 과목을 이수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이 실험을 위하여 표2와 같이 컴퓨터 과련 전공학과

인 컴퓨터정보공학과, 빅데이터경영공학과, 정보통신

공학과 학생과 비전공학과인 영어영문학과, 디지털기

술경영학과, 사회복지학부, 한국언어문화학과, 골프산

업학과, 간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화장품생명공학부 

등의 34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전공 관련 

학과 학생들과 비전공학생들은 ARCS모델을 적용한 수

업을 실시한 실험군과 일반적인 지식전달 방식의 수업

을 진행한 비교군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Group Students Total

Experimental 
group

Majors 77
135

Non Mjors 58

Control group
Majors 35

210
Non Mjors 176

Table. 2 Experiences for computer education

3.3. 측정 도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ARCS 모델을 적용한 컴퓨팅 사고력 

수업이 학습자들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 사전-사후 학습동기 검사 도구로 학습동기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9]. 이 학습동기 검사 도구는 Keller 
(1987)의 The Course Interest Survey를 수정하여 제작

한 검사 도구로써 Likert 5점 척도의 34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12][13].
이러한 Keller(1987)의 학습동기 검사도구의 하위 요

소는 표3과 같다. 그 하위 영역으로는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각 문항별 답

변은 5점 Likert 척도 형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각 문항

에서 *표시한 것은 부정문으로 되어 있어 반대 점수로 

코딩을 하였다. 설문 후 분석을 위해서 5가지 각 영역별 

문항들의 합산 점수의 평균값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이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검사 결과를 통해 

Cronbach's α계수로 표 3과 같이 산출하였다. 전체 α계

수는 0.952로 높은 신뢰도가 확보 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의 집중 영역 .968, 관련성 영역 .964, 자신감 영

역 .977, 만족감 영역 .960로 나타나 각 하위요소별로도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3.4. ARCS 모형 기반의 CT 교수학습 모델 설계 

본 연구에서 적용되는 ARCS 동기유발 전략은 표4와 

같이 Keller의 동기전술 체크리스트에서 컴퓨팅 사고력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요소별 전술로 선정하

였다[13]. 
또한, 이러한 ARCS기반의 컴퓨팅 사고력 교수학습 

기본 전략 모델은 다음과 같다.
첫째, CT와 관련된 다양한 실생활 사례를 이용한 영

상 및 이미지 자료를 제시하여 지각성 각성(A1)을 하도

록하며 스토리 기반의 생활 속 컴퓨터과학 문제 제시하

여 탐구적 각성을 주며, 영상, 이미지, 퀴즈, 인터넷, 활
동지 등의 다양한 자료를 변화 있게 제공하여 변화성

(A3)을 줌으로써 주의 집중도(Attention)를 높인다.
둘째, 여러 학문에서 SW가 사용되는 사례를 제시함

으로써 자신의 관심사와 맞는 목적 지향성(R1)을 찾도

록 하며, 짝활동 및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수업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티브를 일치(R2)시키며, 
강의 전반부에서 배운 개념을 기반으로 코딩을 하거나 

CT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이전 수업을 상기할 수 있

도록 하여 수업에 대한 친밀성(R3)을 높임으로써 학습 

관련성(Relevance)을 높인다.
셋째, 자신의 현재 CT 소양과 목표 소양과 학습 목표

를 확인하도록 하여 학습요건(C1)을 설정하고, CT의 하

위 개념별 언플러그드 활동과 코딩 과제 해결에 대한 피

드백을 제공하여 성공기회(C2)를 제공하며, 프로젝트

의 주제를 발굴하고 설계해 봄으로써 개인이 스스로 자

신의 과제를 통제할 수 있도록(C3)함으로써 자신감

(Confidence)을 높인다.
Component Item No. Total α

Attention 1,4*,10,15,21,24,26*,29 8 .968

Relevance 2,5,8*,13,20,22,23,25*,28 9 .964

Confidence 3,6*,9,11*,17*,27,30,34 8 .977

Table. 3 Test tool for learning motivation

Component Item No. Total α

Satisfaction 7*,12,14,16,18,19,31*,32,33 9 .960

Total 34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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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 Component s Strategies

A
ttention

A1) Perceptual 
Arousal

Present case materials (image, 
image) in real life

A2) Inquiry Arousal Present computer science problems 
in story-based life

A3) Variability
Changes in materials types 
through images, images, activities, 
coding, and worksheets

Relevance

R1) Goal 
Orientation

Provide examples of how SW is 
used in various situations

R2) Motive 
Matching

Collaborative learning through 
major and real life based CT 
projects

R3) Familiarity CT project based on the first 
half conceptual understanding

Confidence

C1) Learning 
Requirements

Write down your current CT 
skills and goals

C2) Learning 
Activities

Presenting and feedback of 
unplugged and coding activities 
by CT concept

C3) Success 
Attributions

Identify and design CT project 
topics in your major

Satisfaction

S1) 
Self-Reinforcemen

Finding major and real life 
problem situations and conducting 
CT projects

S2) Extrinsic 
Rewards

Present evaluation criteria and 
provide feedback and rewards 
for tasks

S3) Equity Midterm and final exams that 
match what you learn

Table. 4 ARCS basic strategy applied to CT courses

넷째, 자신의 전공이나 실생활에서의 필요를 바탕으

로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내재적 강화(S1)를 높이고, 과
제 점수 및 CT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 및 보상을 제공

함으로써 내재적 강화(S2)를 하도록 하며, 학습내용과 

일치하는 문제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하

고 공정한 평가로 공정성(S3)을 높임으로써 만족감

(Satisfaction)을 높인다. 
이러한 ARCS 기반의 CT 교수학습 전략은 관련 전문

가(컴퓨터공학(5), 교육공학(1), 컴퓨터교육 전공(3), 기
술교육(1)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자 총10명)들을 통해 전

문가 조언을 받아 표4와 같이 정리하였다.

3.5. ARCS 모형 기반의 교수학습 설계

Week Subjects Activities ARCS 

1 Orientation
Understanding Changes in Societ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 R1, 
C1

2 Understand
ing CT

-Definition of computing thinking 
and understanding of elements

-Game analysis activity with CT

A, 
R1, R2, 

C2, 
S1, S2

3 Computer 
structure

-Computer history
-Computer structure and commands
- Command drawing activity

A, R2, 
C2, 

S1, S2

4
Representat
ion of data 

and bits

-Game with understanding binary 
and decimal

-Various binary representation 
activities

A, R2, 
C2, C3, 

S2

5

Binary 
Representat

ion and 
Multimedia

-Binary Expression and Compression 
Method of Multimedia

-Image representation and 
compression activity

A, R2, 
C2, S2

6 Decomposit
ion

-Problem Solving and Coding 
Activities

-Disassembly and application 
to major and real life problems

A, R, 
C, 

S1, S2

7 Pattern 
recognition

-Finding Methods and Examples
-Pattern finder activity in various 
road shapes

A, R, 
C2, C3, 
S1, S2

8 Midterm Exam S3

9 Abstraction

-Abstraction cases in various 
fields

-Create a robot article sentence 
model

A, 
C2, C3,

10
Algorithm 
representati

on

-Grid paper algorithms activities 
-The condition and expression 
of the algorithm

A, R2, 
C2

11 Selection 
structure

-Selection structure algorithm 
examples

-Choose rescue card playing 
activities

A, R2, 
R3, C3, 

S2

12 Repeat 
structure

-Repeat structure algorithm
-For loop dice game activity

A, R2, 
R3, C3, 

S2

13 Data 
structure

-Data structure in real life
-Mud City (Minimum Height 
Tree) Activities

A1,A3,
R2, C2, 
C3, S2

14 CT project -CT element analysis activity 
in various games

A2, R, 
C2, S2

15 Final Exam S3

Table. 5 Lesson Content and ARC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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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델을 바탕으로 대학 교양 컴퓨팅 사고력 교

과에서 학생들의 공통 수업을 위한 수업 설계는 표5와 

같다.
컴퓨팅 사고력 수업의 학습 내용과 각 학습 내용에 따

른 ARCS 전략은 주당 2시간씩 15주 총 30시간으로 설

계하였다. 
각 주차별 수업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기

본 개념을 이해하고 모바일 코딩이나 활동지를 통한 언

플러그드 활동이나 짝 활동으로 적용해 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와 같이 짝과 이진탐색 게임을 

하거나, 주사위나 Card Picker 등의 모바일 앱을 이용하

여 언플러그드 게임을 통해 선택구조와 반복구조 등의 

알고리즘 구조를 배우며, Code.org에 접속하여 간단한 

알고리즘 코딩을 이해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

와 이해도를 높이도록 계획하였다.

Fig. 1 Unplugged activities using worksheets and Coding

또한, 앞에서 배운 컴퓨팅사고력의 요소를 실생활 문

제를 해결하거나 게임분석에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해

결할 수 있도록 4명 이하로 조를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CT 프로젝트의 단계 및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Fig. 2 Process of CT project

첫째, 문제 이해 단계는 주제선정 및 문제정의를 한

다. 주제선정은 실생활이나 전공과 관련하여 컴퓨팅(프
로그래밍)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 상황을 선정하여 그 

필요를 바탕으로 주제를 기술한다. 문제 정의는 문제 상

황의 현재 상태와 해결 가능한 목표 상태를 기술한다. 
둘째, 문제 분해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산출물

의 기능이나 프로세스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기술한다.
둘째, 패턴인식 단계에서는 앞에서 분해된 절차나 기

능 안에서 반복되는 과정이나 규칙을 찾아 기술한다. 필
요시 관련 데이터를 찾아본다.(기준 값, 기본 정보 등) 

셋째, 추상화 단계에서는 문제 상황에서의 핵심요소

(주요 데이터)를 선별하여 표현한다. 앞에서 찾은 패턴

을 수식, 비교, 관계, 절차를 다이어그램 등의 다양한 방

법으로 간단하게 표현한다. 
넷째, 알고리즘 단계에서는 분해된 작은 문제(모듈) 

또는 기능별로 추상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알고리

즘을 의사코드 또는 순서도로 작성한다. 
다섯째, 자동화 단계에서는 작성한 알고리즘을 프로

그래밍 언어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해 본다.
학생들은 이러한 CT 프로젝트를 통해 ‘버스 잔여좌

석 안내’, ‘빌리고 싶은 강의실 자리 예약’, ‘편의점 재고

확인’, ‘화재 시 건물 내부 인원 감지 시스템’, ‘연주 파트 

합주실 예약 시스템’ 등의 실생활 문제 뿐 아니라 전공

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상황을 발견하여 컴퓨팅 사고력

을 적용하여 해결해보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대학 기초교양으로써의 컴퓨팅 사고력 수

업에서 학습동기 향상을 위해 ARCS 모델을 적용한 컴

퓨팅 사고력 수업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4.1. 실험군과 비교군의 사후 ARCS 학습동기 분석 

한 학기 수업 후 전공 관련 학과 및 비전공학과 전체

의 실험군과 비교군의 ARCS 학습동기 검사결과는 표6
과 같다. 

실험군의 컴퓨팅 사고력 교과에 대한 학습 동기 평균

은 3.49(SD: 0.66)로 비교군의 평균 3.17(SD: 0.6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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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의 각 영역에서

도 실험군의 평균이 비교군의 평균보다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특히, 실험군에

서 관련성(R)은 4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M: 3.61, SD: 0.73) 자신감(C) 영역은 가장 낮게 나타

났다(M: 3.38, SD: 0.60).

Component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 Sig.

Avg Std Avg Std

Attention 3.45 .71 3.11 .77 4.158 .000***

Relevance 3.61 .73 3.27 .73 4.179 .000***

Confidence 3.38 .60 3.09 .61 4.337 .000***

Satisfaction 3.53 .73 3.20 .72 4.129 .000***

Total 3.49 .66 3.17 .65 4.489 .000***
***p<0.001

Table. 6 ARCS between groups in all

4.2. 컴퓨터 전공 학생 사후 ARCS 학습동기 분석 

컴퓨터 관련 전공 관련 학과 내에서의 실험군과 비교

군을 비교한 결과는 표7과 같다. 실험군의 사후 컴퓨팅 

사고력 교과에 대한 학습 동기는 평균 3.63 (SD: 0.60)으
로 비교군의 평균 3.04 (SD: 0.63)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도 유의미 하였다. 또한 주의집중, 관련성, 자
신감, 만족감의 각 영역에서도 실험군의 평균이 비교군

의 평균보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

다(p<0.001). 특히, 실험군에서 관련성(R)은 전공자들

에게도 4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M: 
3.80, SD: 0.66) 자신감(C)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M: 3.54, 
SD: 0.56).

Component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 Sig.

Avg Std Avg Std

Attention 3.55 .65 2.92 .80 4.363 .000***

Relevance 3.80 .66 3.22 .60 4.372 .000***

Confidence 3.54 .56 2.97 .56 4.931 .000***

Satisfaction 3.65 .68 3.05 .77 4.141 .000***

Total 3.63 .60 3.04 .63 4.745 .000***
***p<0.001

Table. 7 ARCS between groups in majors

4.3. 컴퓨터 비전공 학과 사후 ARCS 학습동기 분석 

컴퓨터 관련 비전공 학과 내에서의 실험군과 비교군

을 비교한 결과는 표8과 같다. 실험군의 사후 컴퓨팅 사

고력 교과에 대한 학습 동기는 평균 3.30 (SD: 0.70)으로 

비교군의 평균 3.19 (SD: 0.66)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의 각 영역에

서도 실험군의 평균이 비교군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

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한
편, 실험군에서 비전공자들에게는 4가지 영역 중에서 

만족감(S)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M: 3.37, SD: 0.77), 
자신감(C)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M: 3.16, SD: 0.60). 

Component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 Sig.

Avg Std Avg Std

Attention 3.33 .77 3.15 .76 1.544 .124

Relevance 3.35 .76 3.28 .75 .660 .510

Confidence 3.16 .60 3.11 .62 .575 .566

Satisfaction 3.37 .77 3.23 .70 1.284 .200

Total 3.30 .70 3.19 .66 1.107 .269
***p<0.001, **p<0.01, *p>0.05

Table. 8 ARCS between groups in non majors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의 필수교양으로써의 컴퓨팅 

사고력(CT) 교과목에서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효과적

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ARCS 모형을 적용한 교수학습

을 설계하고 이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군과 비교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 1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기초교양으로써의 컴퓨팅 사고력 수업에 적용하

였다. 그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RCS 모델을 적용한 컴퓨팅 사고력 수업은 일

반적인 수업방식에 비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여주

었다. 특히 컴퓨팅 사고력 수업이 관련성 영역이 높은 

것은 본 컴퓨팅 사고력 수업의 이점과 협동학습을 통한 

다양한 문제해결 활동 및 이전수업과 현재 수업간의 연

결을 통한 친밀성은 높았음을 알 수 있으나, 교과에 대

한 자신감 향상을 위해 자신의 학습목표에 따른 다양한 

연습 문제와 적절한 피드백을 통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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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제를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컴퓨터 전공 관련 학생들은 비전공 학생들보다

는 비교군에 비해 학습동기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전공 관련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내용과 목

표에 합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고 학습에 

대한 흥미와 의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전공학

생들도 비교군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더 높

은 평균값을 보인 것을 보면 컴퓨팅 사고력 수업에 

ARCS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비전공학생들에게도 교과

에 대한 학습동기를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셋째, 컴퓨터 관련 전공 학생들에게는 관련성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비전공 학생들에게는 만족감 영

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공학생들은 컴퓨팅 사

고력 과목 내용이 본인들의 전공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

에 수업의 직접적인 이점을 인식하며 다양한 과제에 열

심히 참여한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비전공 학생들은 

평가 결과와 교수자의 피드백에 대해 긍정적이며 수업 

내용이 실생활에 적용할 기회를 제공 받는 것을 통해 컴

퓨팅 사고력 교과에 대한 내적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전공학생들과 비전공학생들이 컴퓨팅 사

고력 교과를 대하는 태도와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을 나타내며, 따라서 그러한 학습자 특성에 따른 교수설

계의 구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컴퓨터 관련 전공 학생들은 컴퓨

팅 사고력에 대한 기본 개념 뿐 아니라 더 깊이 있는 내

용에 대한 학습 동기를 갖게 되며, 비전공 학생들 또한 

향상된 학습동기를 통해 미래 SW 기술에 대한 거부감

이나 두려움 없이 수용함으로써 미래 사회 적응력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연구대상인 인문대 학생들의 수업 여건이 이공

대 학생들의 분반당 인원수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

며, 비교군에서 컴퓨터 관련 전공학과가 비전공 학과 학

생들의 인원수 비율이 맞지 않는 점, 같은 비정공일지라

도 학과마다 그 특성이 상이 할 수 있다는 것 등은 본 연

구의 제한점이었다. 이에, 향후 전공대학 및 학과별 세

부적인 집단 통제를 통해 실험한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의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 컴퓨팅 사고력 교과에 대한 

다양한 교수학습 접근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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