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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컴퓨  사고력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지만 컴퓨  사고력을 평가하기 한 도구

에 한 개발이 미흡하다. 비버 챌린지 문항은  세계 60여개국의 정보 교육 문가 집단이 약 1년 동안 

공동 출제  검토를 통해 개발되는 문항이므로 문항의 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의 개발 목

이 평가도구로써 사용하기 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컴퓨  사고력의 평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신

뢰도를 가진 문항인가를 검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비버 챌린지 2017 그룹 Ⅲ의 문항을 상으로 문항내

일 성신뢰도를 통계 으로 검증하 으며 그 결과 Cronbach α = .784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1. 서 론

2018년 등부터 시작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9

년 등에도 도입될 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소 트웨어 교육을 통한 컴퓨  사고력의 함양을 강조

하고 있지만 컴퓨  사고력을 평가하기 한 도구의 

개발은 아직 미흡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실과 교과에서는 소 트웨어 교

육의 평가 방법으로 ‘다양한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소

트웨어 교육을 통한 CT의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로 제시하고 있다[1]. 

소 트웨어 교육의 평가에 한 김한성(2017)의 연

구에서 교사들의 지필평가에 한 인식은 CT 평가의 

유용성이 낮다고 평가했으나 장에서 용하기에는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CT를 평가할 수 있는 

공인된 도구가 없기 때문으로, 지필 평가의 경우 장

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연구를 통

해 신뢰할 수 있는 검사도구  문항의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1]. 

비버 챌린지의 문항은  세계 61개국의 정보 교육 

문가 집단이 약 1년 동안 공동 출제  검토를 통해 

개발되었다는 에서 의미있는 평가도구이다[2].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비버 챌린지 2017 문항이 평가 도구

로써의 신뢰도를 통계 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컴퓨  사고력 평가 방법  련 연구

2.1.1 지필 평가

채 을 빠르고 객 으로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

진 지필 평가 형태의 평가 방법은 비버 챌린지가 표

이다. 비버 챌린지를 통한 컴퓨  사고력 평가를 

한 국내 연구로 최형신, 김미송(2017)은 비버 챌린지와 

스크래치 지필 시험 수가 유의한 상 을 보인 것을 

바탕으로 비버 챌린지의 문항이 소 트웨어 교육의 평

가도구로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하 다[3]. 

2.1.2 실기 평가

결과를 심으로 살펴보는 산출물 평가와 체의 과

정을 평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분석 등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산출물 평가와 련된 도구로는 Dr.Scratch

가 표 이다. Brennan과 Resnick은 설계 기반 학습 

활동이 컴퓨  사고력의 발달을 지원한다는 것을 바탕

으로 미디어와 상호작용하는 로그래 을 통해 컴퓨  

사고력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 다. Brennan과 

Resnick의 연구는 스크래치라는 특정 로그래  환경

에서의 평가 방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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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제목 핵심주제 난이도

1 호들
반복, 호, 호 

표 식
상

2 2진수 문 이진 체계, 조합 하

3 주차 공간
비트, 이진수, 

논리합, 논리 연산자
하

4

강아지들 

자리 

바꾸기

스왑, 내부 메모리, 

외부 메모리
하

<표 1> 사용된 문항

환경에 따라 다른 기 을 마련해야 한다. 한 컴퓨  

사고력의 자동화에 집 되어 있어 추상화 과정을 살펴

보기 어렵다[4]. 한, 최형신(2015)은 교사가 산출물에 

한 수 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루 릭을 개발한 바 

있다[5]. 포트폴리오 평가는 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나

타난 모든 산출물을 종합 으로 평가한다. 

2.1.3 찰 평가, 자기 평가, 동료 평가

찰평가는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풍부하고 통

찰력 있는 유용한 평가 정보를 제공한다[1]. 자기평가

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것으로 학습자가 능동

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학습을 평가하는 것이다

[6]. 강승우, 장원 , 김성식(2016)은 학생들의 컴퓨  

사고력 평가에서 자기 평가가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

은 4가지로 보았다. 첫째, 학습자의 인지  능력 이외

에 정의  태도에 한 평가가 가능하다. 둘째, 학습자

에게 동기부여와 극 인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셋

째, 교사가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평가할 수 있어서 

능동 인 교수 학습 설계가 가능하다. 넷째, 교사의 시

간과 노력을 일 수 있다[7].

동료평가는 다른 학생의 학습 결과를 서로 평가하고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끼리 서로의 과제에 한 견해

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극 인 학

습이 이루어지는 평가 방법이다[1]. 

2.2 비버 챌린지

비버 챌린지는 정보과학에 한 학습 동기를 유발하

고, 컴퓨  사고력을 진하기 한 목 으로 개발된 

평가 모델이자 교육 신이다. 2004년 리투아니아에서 

시작된 비버 챌린지는 2017년 기  세계 61개국이 

공식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다[8]. 

비버 챌린지는 사  지식에 계없이 구나 참여하

고 도 할 수 있는 과제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모든 

과제들은 흥미롭고 친숙한 일상의 문제 상황을 포함하

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 해

결 모델을 설계하는 추상화와 문제 해결 차를 구상

하고 용하는 자동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비버 챌

린지의 과제는 공식 회원국의 공동 출제  공동 검토

를 통해 개발되며 학생들의 연령과 수 을 고려하여 

한 연령 그룹  난이도를 결정하게 되고, 따라서 

비버 챌린지의 문항은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비버 챌린지의 문항은 선다형과 상호작용형으로 

구성된다. 선다형 문제는 4개의 선택지  정답을 고르

는 사지선다형의 객 식 문항이며, 상호작용형 문항은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표 하거나 로

그램을 작성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화형 문항이다. 한

국 비버 챌린지 2017에 제시된 문항은 공식 회원국이 

공동 개발하여 구축한 문제 은행에서 선별하 다. 특히 

국내에서 공식 으로 실시되는 첫 번째 비버 챌린지라

는 과 향후 국가 간 비교  분석을 해 독일, 스

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해외 주요 국가와 의를 

통해 동일한 문항으로 선정하 다. 비버 챌린지가 학생

들의 컴퓨  사고력 진단 도구로서 가진 타당도와 신

뢰도에 한 지속 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학령에 따른 그룹별 문항 선정, 난이도  배 에 한 

추가 인 분석이 필요하다[2][9]. 

2.3 신뢰도

측정하려는 것을 어느 정도 일 성 있고 정확하게 

재고 있느냐와 련된 것으로서 측정의 정확성을 의미

한다. 신뢰도 계수의 추정방법에는 재검사신뢰도와 동

형검사신뢰도, 반분검사 신뢰도, 문항내 일 성신뢰도

가 있다. 문항내 일 성신뢰도는 검사를 구성하고 있

는 문항 간의 일 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KR-20, 

KR-21, Hoyt 신뢰도, Cronbach α 등이 있다. KR-20

은 이분문항, KR-21은 다분문항에 용되며 Hoyt 신

뢰도와 Cronbach α은 이분문항이나 다분문항으로 구

성된 사의 신뢰도를 추정한다. 일반 으로는 

Cronbach α가 많이 사용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상

본 연구는 2018년 6월 경남 소재의 J 등학교 5학년

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J 등학교는 소 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소 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

으므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34시간 이상의 소

트웨어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응답자 수는 182

명이다. 

3.2 연구 방법

등 5-6학년군은 비버 챌린지 2017의 그룹 Ⅲ에 해

당하므로 비버 챌린지 2017의 그룹 Ⅲ의 문항을 활용

하 으며, 지필 검사로 평가하기 하여 상호작용형 

문항을 제외한 12문항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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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 배틀

병렬 컴퓨 , 

세마포어, 락, 

시뮬 이션

6
알림  

달

인터넷 로토콜, 

패킷
하

7
웃어 

주세요

-처리, 미소 패턴, 

감지
하

8
가나다라마 

군도

동  자료 구조, 

그래 , 릿지
상

9
비버의 

이름은?

문자열, 코드화, 

복호화, 조합론

10
로터리 

도시

명령어, 로그램 

실행
상

11
다섯 개의 

젓가락
알고리즘, 퍼즐

12
이쑤시개 

게임
게임 략, 논리 상

문항

번호

Scale 

Mean if 

Item 

Deleted

Scale 

Variance 

if Item 

Deleted

Corrected 

Item-Tot

al 

Correlatio

n

Cronbach'

s Alpha 

if Item 

Deleted

1 4.50 6.948 .678 .740

2 4.14 9.445 -.266 .831

3 4.17 7.733 .383 .773

4 4.54 7.675 .391 .772

<표 2> 비버 챌린지 2017 평가 문항

5 4.55 7.398 .509 .760

6 4.47 6.947 .668 .741

7 4.48 7.986 .250 .788

8 4.73 7.778 .519 .763

9 4.35 7.167 .560 .754

10 4.63 7.295 .620 .750

11 4.34 7.528 .416 .770

12 4.71 7.785 .487 .765

문항

번호

Scale 

Mean if 

Item 

Deleted

Scale 

Variance 

if Item 

Deleted

Corrected 

Item-Tot

al 

Correlatio

n

Cronbach'

s Alpha 

if Item 

Deleted

1 3.76 7.386 .692 .799

3 3.43 8.170 .407 .825

4 3.81 8.123 .409 .825

5 3.81 7.865 .516 .816

6 3.74 7.389 .679 .800

7 3.74 8.502 .246 .840

8 3.99 8.260 .527 .817

9 3.61 7.554 .596 .808

10 3.90 7.785 .616 .807

11 3.60 8.054 .402 .827

12 3.98 8.232 .512 .817

<표 3> 수정된 문항

3.3 분석 방법

문항의 내  일 성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for 

Window) version 20의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 다. 

3.4 연구 결과

총 12문항을 상으로 한 신뢰도 검사에서 문항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 .784로 나타났

다. Kline은 일반 으로 Cronbach’s Alpha의 값이 0.8

이 수용할 수 있는 수 이며 이보다 값이 크게 낮다면 

신뢰할 수 없는 척도라고 주장하면서, 지능검사 같은 

인지  검사에서는 0.7을 쓸 수도 있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비버 챌린지 2017 그룹 Ⅲ의 문항은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세부 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값이 유일하게 음수값을 나타낸 

문항 2를 제거하면 <표 3>과 같이 나타나며 

Cronbach’s Alpha = .831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진다. 

4. 결론 및 논의

2015개정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컴퓨  사고력에 

한 논의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컴퓨

 사고력의 평가에 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뢰할만한 검증된 평가 도구가 미흡한 실정에

서 비버 챌린지의 과제는 컴퓨  사고력 평가를 한 

좋은 방안이 되어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한 신뢰

도 검사에서 Cronbach’s Alpha = .784로 높게 나타났

으며 이는 비버 챌린지 문항이 컴퓨  사고력을 일

성있게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는 한국 비버 챌린지 2017의 그룹 Ⅲ 

문항만을 활용하 으며, 특정 학교의 5학년 학생의 응

답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집단 체를 

표한다고 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컴퓨  

사고력 평가 도구로써 비버 챌린지 문항의 성을 

단하기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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