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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프로그래밍 실습이나 피지컬 컴퓨팅 등의 소프트웨어 과목은 남녀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며 오류와 디버깅으로 인

한 회복탄력성의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컴퓨팅 사고 수업에서 회복탄력성 검사 도구를 활용

하여 성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두 집단은 동질 집단이었고, 남학생 집단에서는 회복탄력성의 유의

미한 변화를 볼 수 없었으나, 여학생 집단에서는 회복탄력성의 유의미한 상승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강점을 보이지 못한 여학생 집단이 컴퓨팅 사고 교양과목 수업에서 적절한 학습내용과 학습전

략을 통해 학습의욕이 높아지고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성별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Software subjects such as programming practice and physical computing may hav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and there may be individual differences in resilience due to errors and debugging.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 gender differences in computational thinking classes by using a resilience testing too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two groups were homogeneous, and the male group did not show significant changes in resilience, but 
the female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s in resilience. This study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gender 
gap of learners by allowing a group of female students who did not show strength in traditional software education to 
become more motivated and interested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ield through appropriate learning content 
and learning strategies in computational thinking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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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COVID-19으로 인한 글로벌 판데믹 현상으로 세계 

경제는 위축되고 있지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

인 등 소프트웨어 산업이 중점이 되는 분야에서는 여전

히 우수한 인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시

대에 중점이 되는 분야들은 사업 초기에 많은 자원과 자

금이 들지 않는 대신 인문학적 상상력과 컴퓨팅 사고력

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다[1].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

조되면서 모든 이가 갖추어야 할 리터러시(Literacy)로 

컴퓨팅 사고력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

계 여러 나라에서는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높이고 있다[2].
그러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하여 학생들은 어려움

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프로그래밍 학습은 예전부터 

어려운 과목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며, 비전공자인 학생

들은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심지어 

기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컴퓨팅 과목들은 컴

퓨터를 활용하여 학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이

용하여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콘텐츠에 집중하

는 일이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

은 예전부터 많이 진행되어왔다[3-5].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학습자들이 겪어야 할 문제는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나타나는 숱한 오류와 디버깅 과

정이다. 어떤 학생은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많이 배우고 소중한 경험을 얻게 되지만, 또 다른 학생

은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무기력한 상태에 다다르게 된

다. 이러한 차이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회복탄력성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래밍 교육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학습하는 과목에서는 

전반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식, 흥미, 태도 등의 

차이도 해결하여야 할 숙제이다[6-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학습 내용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개 분반에 

섞여 있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성별에 따라서 분류한 후 

회복탄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

는 소프트웨어교육에서 성별을 고려한 학습과 회복탄

력성 관련 연구를 탐구하였고, 3장에서는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기술하였으며, 4장에서는 회복탄력성 검사 

도구를 통하여 분석한 연구의 결과를 기술하였다. 마지

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제언으로 맺는다.

Ⅱ. 관련 연구

2.1. 소프트웨어교육에서의 성별 고려 연구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프로그래밍을 학습하는 이유는 

모든 학습자를 미래의 개발자로 양성하려 함이 아니라, 
각자의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

도록 능력을 계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컴퓨팅 관련 능

력들은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하여 필수적인 리터러시

이며, 이는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이다[9].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성별의 차이는 성과나 능력의 여

부가 아니라 흥미, 성향, 태도 등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욱 적절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지 않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는 정보통신 분야에 흥미를 가진 

여학생이 적어서 진로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7].
소프트웨어교육에 성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

분 프로그래밍 실습이나 피지컬 컴퓨팅 실습인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학습 내용에서는 여학생의 흥미, 성향, 
태도 등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5-8]. 그러나 남학생은 

추상적인 사고에 강하고, 여학생은 구체적인 사고에 강

점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

여 적절한 학습 내용과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10].

2.2. 컴퓨터 관련 과목에서의 회복탄력성 연구

소프트웨어 관련 과목 중에서 프로그래밍 실습이나 

피지컬 컴퓨팅 과목들은 한 번의 시도에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오히려 자신의 소스코드에 오류

가 발견되고 이를 디버깅하는 과정을 더 많이 볼 수 있

다. 이를 극복하면 소중한 경험치를 획득하고 학습에 오

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극복하지 못하면 프로그래

밍 수업은 무기력한 시간이 될 것이며, 기초가 부족하게 

되어 다음 차시의 학습에도 좋지 못한 결과가 생기는 악

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1, 11-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컴퓨팅 사고에서의 회복탄력

성의 의미를 ‘프로그래밍 학습에서 잦은 오류를 극복하

고 디버깅을 통하여 학습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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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A대학의 교양필수과목 중 

컴퓨팅사고 강좌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
구 대상은 총 98명이며, 이 중 남학생 54명과 여학생 44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2개 분반에 남녀 합반으

로 섞여있다. 연구 대상들이 남학생인지 또는 여학생인

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여 분반을 하지 않았

으며 평소와 같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3.2. 수업 설계

본 연구에서 진행한 컴퓨팅 사고 강좌는 표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총 15주차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분해, 패턴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등의 컴

퓨팅 사고의 기본 개념과 예시를 단계적으로 쉽고 흥미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재미있게 학

습하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교양필수과목이므로 C 언어와 같은 텍스트 프

로그래밍 실습을 지양하고 Scratch와 Code.org와 같은 

블록코딩 도구를 활용하여 코딩 실습을 더욱 쉽게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로봇 만들기나 실습 보드와 

같은 피지컬 컴퓨팅 실습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셋째, 종전의 컴퓨터 개론 수업과는 다르게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하여 언플러그

드 활동을 활용하여 활동 위주의 수업으로 설계하였고, 
Quick Draw나 Word Cloud 등의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과학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

록 하였다.

Table. 1 Units of Computational Thining

3.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교양필수과목 중 컴퓨팅사고 강좌의 2개 

반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설문을 받아서 진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팅사고 강좌에서 어느 집단에서 

회복탄력성에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개강 첫 

주에 각 분반에서 회복탄력성 사전검사를 진행하였고, 
마지막 주에 회복탄력성 사후 검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

구에서 교수자는 연구 대상에 대하여 편견과 차별을 배

제하여야 하고, 학습자는 회복탄력성 검사결과를 스스

로 의식하여 학습에 참여하는 태도를 결정해나가는 의

도를 지양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사전검사의 

결과를 바로 통보하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사후검사 후

No. Major Unit Contents

1 Introduce Subject 
& Orientation

Digital Literacy &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
Introduce 

Computational 
Thinking 

Definition & Example of 
Computational Thinking

3 Introduction to 
Computers

History of Computer
Hardware Structure
Input/Output Structure

4 Bits and Binary
Bits and Byte
Binary and Decimal
Computer Science Unplugged Play

No. Major Unit Contents

5 Multimedia

ASCII
Encoding & Decoding of Character, 
Sound and Image
Computer Science Unplugged Play

6 Decomposition
Definition & Example of 
Decomposition
Scratch Coding

7 Pattern 
Recognition

Definition & Example of Pattern 
Recognition
Code.org Coding

8 Midterm Exam

9 Abstraction Definition & Example of Abstraction
Create of Sentence Model

10 Algorithm
Definition of Algorithm
Pseudo-Code
Practice Writing Pseudo-Code

11 Select & Loop 
Structure

Select Structure
Loop Structure
Scratch Coding

12 Artificial 
Intelligence

Defini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Play in Website using AI

13 Data Science Definition of Data Science
Text Mining, Word Cloud

14 Project Practice
Group Discussion
Make a Report
Group Presentation

15 Final Exam

GMC GMR GMT
GFC GFR GFT

GM: Male Students Group
GF: Female Students Group
C: Classification for Gender
R : Pre-Test for Resilience by KRQ-53
T : Post-Test for Resilience by KRQ-53

Table. 2 Experi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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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든 결과를 통보하기로 약속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

적인 실험 설계는 표 2와 같다.

3.4.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 사용할 검사 도구는 Reivich와 Shatte가 개

발한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 
RQT)를 참고하여 김주환이 대한민국 사회의 실정에 맞

게 보완하고 조정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

(Korean Resilience Quotient Test, KRQ-53)를 활용하였

다[13-14]. KRQ-53 설문지를 바탕으로 표 3에 제시된 

전문가들과 함께 컴퓨팅 사고 수업에 맞게 보완하였다. 
전문가는 컴퓨터공학, 컴퓨터교육학 등을 전공한 교수

진이 컴퓨팅 사고에 맞는 어휘를 구성하게 하였고, 교육

심리학을 전공한 종교인이 회복탄력성 문항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No. Job Special Notes Degree

1 Professor Computer Engineering Ph. D.

2 Professor Computer Engineering Ph. D.

3 Professor Computer Science Ph. D.

4 Professor Information & Communication 
Engineering / Computer Education Ph. D.

5 Ministry Theology / Educational Phychology Th. M.

Table. 3 Special Notes of Expert

또한 본 연구에 활용한 K-53 설문지의 각 문항별 하

위요소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밑줄이 없는 항목은 긍

정형 응답 문항이고, 밑줄이 있는 항목은 부정형 응답 

문항이며, 회복탄력성 지수를 집계할 때 부정형 응답 문

항은 6에서 기록된 점수를 뺀 후 집계 한다.

Subelement Question 
Number 

No. of 
Questions

Control
Emotion Control 1~3, 4~6 6
Impulse Control 7~9, 10~12 6
Cause Analysis 13~15, 16~18 6

Sociality
Communication 19~21, 22~24 6
Empathy 25~27, 28~30 6
Relationship 31~33, 34~36 6

Positivity
Optimistic Thinking 37~39, 40~42 6
Life Satisfaction 43~47 5
Gratitute 48~50, 51~53 6

Total 53

Table. 4 Subelement of Resilience

Ⅳ. 연구 결과 및 분석

본 연구는 각 집단의 연구대상 수가 30명을 초과하므

로 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모

수통계 방법을 실시할 수 있었다.

4.1. 동질 집단 여부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 사전 검사를 통하여 남학

생과 여학생 집단이 동질 집단인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회복탄력성

의 모든 하위 요소들이 유의수준(p<.05)를 만족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동질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Subscales Gender N Avg. SD t p

Emotion
Control

Male 54 3.411 .583
 1.216 .227

Female 44 3.254 .691

Impulse
Control

Male 54 3.300 .463
.151 .880

Female 44 3.284 .565

Cause
Analysis

Male 54 3.472 .522
-1.869 .065

Female 44 3.682 .587

Communi
cation

Male 54 3.364 .484
.002 .999

Female 44 3.364 .569

Empathy
Male 54 3.703 .535

-.664 .508
Female 44 3.773 .497

Relationship
Male 54 4.006 .633

.488 .627
Female 44 3.943 .633

Optimistic 
Thinking

Male 54 3.386 .497
.106 .916

Female 44 3.375 .504

Life 
Satisfaction

Male 54 3.241 .680
1.662 .100

Female 44 2.996 .781

Gratitute
Male 54 3.840 .610

.726 .469
Female 44 3.743 .713

Total
Pre-test 54 187.093 19.576

.396 .693
Post-test 44 185.477 20.645

Table. 5 Pre-test for Identical Group Status (p>.05)

4.2. 남학생 집단에 대한 연구 결과

남학생에 대하여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결과를 대

응표본 t-검정을 통하여 회복탄력성의 변화를 분석하였

다. 설문을 분석한 결과로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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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탄력성의 모든 하위 요소들이 유의수준(p<.05)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학생 집단에서는 컴퓨팅 

사고 학습에 회복탄력성의 사전·사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ubscales Gender N Avg. SD t p

Emotion
Control

Pre-test
54

3.411 .583
-1.469 .145

Post-test 3.562 .482

Impulse
Control

Pre-test
54

3.300 .463
-.591 .556

Post-test 3.355 .510

Cause
Analysis

Pre-test
54

3.472 .522
-.570 .570

Post-test 3.528 .490

Communi
cation

Pre-test
54

3.364 .484
-.553 .582

Post-test 3.416 .495

Empathy
Pre-test

54
3.703 .535

.757 .451
Post-test 3.627 .516

Relation
-ship

Pre-test
54

4.006 .633
.052 .958

Post-test 4.000 .656

Optimistic 
Thinking

Pre-test
54

3.386 .497
-.478 .634

Post-test 3.432 .505

Life 
Satisfaction

Pre-test
54

3.241 .680
-1.133 .260

Post-test 3.382 .608

Gratitute
Pre-test

54
3.840 .610

-.021 .983
Post-test 3.842 .682

Total
Pre-test

54
187.093 19.576

 -.627 .533
Post-test 189.482 20.487

Table. 6 Pre-test and Post-test of Male Student’s Resilience 
(p>.05)

4.3. 여학생 집단에 대한 연구 결과

여학생에 대하여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결과를 대

응표본 t-검정을 통하여 회복탄력성의 변화를 분석하였

다. 설문을 분석한 결과로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
복탄력성의 모든 하위 요소 중에서 충동통제력(t=-1.860, 
p=.066), 원인 분석(t=-1.886, p=.063), 소통능력(t=-1.060, 
p=.292)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감정조절력

(t=-2.274, p=.025), 공감능력(t=-3.094, p=.003), 자아확

장력(t=5.197, p=.000), 자아낙관성(t=-3.342, p=.001), 
생활만족도(t=-2.677, p=.009), 감사하는 태도(t=-6.052, 
p=.000)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컴퓨팅 사고 강좌는 여학

생에게 정보통신 분야에 쉽게 접근하고 학습 의욕을 높

여줄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볼 수 있다. 

즉, 여학생들이 친근하고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의 구성과 적절한 학습전략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이끌고 이것이 학습의 효과로 이어졌음을 예측

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고에 강점을 가진 여학생 

집단이 상대적으로 언플러그드 활동과 블록코딩의 비

중이 높은 컴퓨팅 사고 과목에서 강점을 발휘하였기 때

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Subscales Gender N Avg. SD t p

Emotion
Control

Pre-test
44

3.254 .691
-2.274 .025

Post-test 3.553 .533

Impulse
Control

Pre-test
44

3.284 .565
-1.860 .066

Post-test 3.516 .604

Cause
Analysis

Pre-test
44

3.682 .587
-1.886 .063

Post-test 3.909 .545

Communi
cation

Pre-test
44

3.364 .569
-1.060 .292

Post-test 3.504 .665

Empathy
Pre-test

44
3.773 .497

-3.094 .003
Post-test 4.095 .478

Relation
-ship

Pre-test
44

3.943 .633
-5.197 .000

Post-test 4.523 .382

Optimistic 
Thinking

Pre-test
44

3.375 .504
-3.342 .001

Post-test 3.731 .495

Life 
Satisfaction

Pre-test
44

2.996 .781
-2.677 .009

Post-test 3.441 .781

Gratitute
Pre-test

44
3.743 .713

-6.052 .000
Post-test 4.526 .479

Total
Pre-test

44
185.477 20.645

-4.666 .000
Post-test 205.341 19.263

Table. 7 Pre-test and Post-test of Female Student’s 
Resilience (p>.05)

Ⅴ. 결론 및 제언

소프트웨어 교육은 흥미, 성향, 태도 등의 요소로 인

하여 남녀 성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왔다. 또한 소프트웨어교육에서는 학습자 간의 회

복탄력성 편차가 존재하므로, 교수자는 교수·학습 전략

을 학습자의 성향에 맞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컴퓨팅 사고 강좌의 수강생을 남

학생과 여학생으로 분류하여 회복탄력성 검사지를 이

용하여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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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 집단이며, 남학생 집단에서는 변화가 없었던 반면

에 여학생 집단에서는 회복탄력성의 유의미한 상승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컴퓨팅 사고 과목은 

어느 한 성별 집단에 맞추어 구성한 것이 아니므로, 여
학생 집단에서 회복탄력성의 유의미한 상승으로도 연

구 결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타 연

구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학생은 프로그래밍 

실습이나 피지컬 컴퓨팅 실습 등의 실습 과목에서 강점

을 보이는 반면에, 여학생은 실습 내용이 다소 적은 편

인 컴퓨팅사고 과목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본 연구를 통해 찾을 수 있었다. 단, 지방의 한 대학에서 

일부 분반을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 결과로써, 모든 남학

생과 여학생에 대하여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프로그래밍 실습이나 피지컬 컴퓨

팅 등에 강점을 발휘할 수 없었던 여학생들이 컴퓨팅사

고 과목을 통해 학습 동기와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정

보통신 분야에 흥미를 유도할 수 있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성

향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교수학습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매개

변인을 첨가하여 학습자 특성을 정밀하게 고려한 소프

트웨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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