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7 -

SW 교육프로그램이 컴퓨팅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김동만†․ 이태욱†

†한국교원 학교 컴퓨터교육과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Software Education 

Program on Computational Thinking  

Dong-Man Kim†․ Tae-Wuk Lee†

†Dept. of Computer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   약

이 연구의 목 은 기존 SW 교육 련 연구들을 조사  수집하여 메타분석을 통해 컴퓨  사고력 향상에 미치

는 체 효과크기의 산출과 다양한 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를 확인하여 컴퓨  사고력에 한 SW 교육의 실제  

효과를 객 으로 확인하여 일반화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1)SW 교육 로그램이 학생들의 컴퓨  사고력

을 간 정도의 크기로 향상시키는 교수·학습방법임을 확인하 다. 2)SW 교육 방식  EPL을 활용한 교육 로그

램이, 연구 상은 학생이, 연구지역은 소도시/읍면지역에서 컴퓨  사고력 향상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1. Introduction

21세기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컴퓨  사고

력을 신장시켜주는 것이 컴퓨터 교육의 본질 이고 궁

극 인 목 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컴퓨  사고력 향상을 해 SW 교육 로그램을 개발

하여 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다양한 SW 교육 로그램으로 컴

퓨  사고력 향상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들 연구들이 컴퓨  사고력 향상에 어떤 효과를 보

이는지, 그리고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에 한 일반

화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각 연구

들의 단편 인 결과를 통합  분석하여 SW 교육 로

그램의 컴퓨  사고력 향상 효과를 보다 객 으로 

도출할 메타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 은 기존 SW 교육 련 연구

들을 조사  수집하여 메타분석을 통해 컴퓨  사고

력 향상에 미치는 체 효과크기의 산출과 다양한 변

인에 따른 효과크기를 확인하여 컴퓨  사고력에 한 

SW 교육의 실제  효과를 객 으로 확인하고 일반

화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을 상으로 한 SW 교육이 컴퓨  사

고력에 향을 미치는 체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둘째, 학생들의 컴퓨  사고력에 한 효과크기는 

SW 교육방식, 연구 상, 연구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Preliminaries

2.1 SW 교육 로그램

SW 교육의 목 은 창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

키기 한 인지 ·정의  역의 발달에 있고, 그  

특히 컴퓨  사고력 향상에 있다[1]. 2015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구체 인 SW 교육 교수․학습 

방식은 크게 교육용 로그래  언어(EPL)을 포함한 

로그래 (programming), 로 교육을 포함한 피지컬

컴퓨 (physical computing), 놀이로 배우는 언 러그드

컴퓨 (unplugged computing) 등으로 구분된다[1]. 

이 연구에서는 SW 교육 로그램을 SW 교육을 통해 

인지  역의 발달을 목 으로 개발된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의한다.

2.2 컴퓨  사고력

 Wing(2006)은 컴퓨  사고력을 복잡하고 구조화되

지 않은 문제들을 창의 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사고 

체계라고 하 다[2]. 그리고 2015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에

서는 컴퓨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을 컴퓨터 과학

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실생활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 으로 해결하는 능력으로 말하 다[1]. 

그래서 컴퓨  사고력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가 갖

추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 “컴퓨  시스템의 역량을 활용

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효과 이고 효율 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차  사고 능력”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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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메타분석

메타분석(meta-analysis)은 특정 주제의 된 양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통계 으로 재분석하고 그

에 따른 효과크기(effect size)를 확인하여 해당 주제에 

한 객 이고 종합 인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방법

이다[4]. 그래서 메타분석으로 그동안 컴퓨  사고력 

련 주제에 해 많은 양  연구 결과가 되어 있

는 바, 이를 종합 으로 분석하여 그 효과를 보다 객

으로 확인하기에 합한 연구방법이다.

3. Method

3.1 분석 상

이 연구는 SW 교육 로그램과 련된 요인의 효과

에 한 메타분석을 수행하기 해 2018년 5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웹사이트에

서 확인 가능한 2018년 5월 재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  논문  학술지 논문을 검색 상으로 하 다. 

검색 키워드(key-word)로 ‘컴퓨  사고력’, ‘계산  

사고’, ‘computational thinking’ 등을 사용하여 원문이 

공개된 문헌들을 수집하 다. 이 과정을 통하여 검색된 

논문은 총 944편이었고, 석·박사 학  논문이 304편, 국

내학술지 논문이 640편이었다. 검색된 논문은 정렬  

인터넷 열람을 통해 제목과 록을 확인하여 복된 

논문을 제외하고 내려 받았다. 이후 [그림 1]과 같이, 

총 2차례의 검토로 최종 분석 상 논문을 선정하 다.

키워드 검색 결과 논문: 944편

↓

1차 검토 : 제외된 논문 906편

제

외

사

유

◆양  연구가 아닌 논문

◆종속변인이 컴퓨  사고력과 련이 없는 논문

◆독립변인이 SW 교육 방식과 련이 없는 논문

◆학생들을 용 상으로 하지 않은 논문

1차 검토의 결과 논문: 38편

↓

2차 검토 : 제외된 논문 18편

제

외

사

유

◆컴퓨  사고력의 정의  역을 측정한 논문

◆컴퓨  사고력 측정도구에 의한 결과 데이터

를 제시하지 않은 논문

◆학  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복된 데이터가 

사용된 경우의 학  논문(학술지 논문을 선택)

최종 선정된 논문: 총 20편

[그림 1] 분석 상 논문 선정 과정

3.2 자료의 코딩

이 연구에서는 분석 상 논문들의 특성을 악하기 

해 개발된 코딩 매뉴얼을 사용하 다. 자료의 코딩은 

자, 출간연도, 논문유형, 논문제목, 연구 상, 연구지

역, SW 교육 방식, 실험결과 데이터 등으로 구분하여 

코딩 처리하 다. 개별 논문에서 복수의 집단을 상으

로 교육 로그램을 용하고 결과를 각각 제시하 다

면 각각을 개별 사례로 단하고 코딩하 다. SW 교육

방식에는 언 러그드컴퓨 은 조사되지 않았고, 로그

래 은 EPL과 일반 인 로그래  교육을 구분하 다. 

석사학  소지자 1인과 함께 데이터를 확인하고 작업

한 코딩의 결과, 메타분석을 한 의미 있는 효과크기 

사례 수는 <표 1>과 같다. 

항목 계 합계

SW 교육 로그램 24 24

교육방식

EPL 12

24Physical computing 11

Programming 1

연구 상

등학생 20

24학생 1

학생 3

연구지역

도시 10

24소도시/읍면지역 13

미제시 1

<표 1> 효과크기 사례 수

3.3 연구변인  연구모델 설정

연구문제와 코딩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모델을 설

정하 다. SW 교육 로그램이 컴퓨  사고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측정하는 메타분석에서 독립변인을 

다양한SW 교육 로그램  여러 교육방식으로, 종속

변인은 컴퓨  사고력으로 설정하고, 조 변인은 수집

된 공통 변인들을 추출하여 범주화하 다. 독립변인의 

하 구분과 조 변인 등은 모두 범주형 변인이다. 

이 연구의 변인을 바탕으로 도식화된 메타분석 모델

은 [그림 2]와 같다. 

독립변인
SW 교육프로그램

EPL 피지컬 컴퓨팅 일반프로그래밍

↓

조절 변인 

1

연구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조절 변인 

2

연구지역

대도시 중소도시/읍면지역

↓

종속 변인 컴퓨팅 사고력

[그림 2] 메타분석 모델

3.4 분석 차  방법

이 연구는 Egger M. 외(1997)가 제시한 5단계 메타

분석 차에 따라 <표 2>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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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및 방법

1
Search for presence of between-study heterogeneity: 

Cochran Q test, I2

2
Performing meta-analysis: fixed or random effect 

model, size effects(Hedges' g[5]), forest plot, 

3 Checking publication bias: funnel plot

4 Search for causes of heterogeneity: subgroup analysis

5
Interpreting and presenting meta-analysis result: 

Cohen(1988)’s 3 steps[6]

<표 2> 메타분석 차

메타분석은 코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CMA(Comprehensive 

Meta Analysis) 3.0 로그램을 사용하 다. 

4. Result

4.1 이질성 검사

체 이질성 검사(between-study heterogeneity)를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k Q I2 p 95% CI

24 58.646 60.782 0.000 0.579∼0.756

<표 3> 이질성 검사 결과

검증 결과, I
2가 60.782%로 ‘ 간 크기’의 이질성을 

갖고 있었다[7]. 그래서 이 연구의 분석 상 논문들은 

이질성이 상당한 자료임을 확인하 고, 사회과학  실

험연구는 이질성이 상당하다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무선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으로 분석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단되었다[7]. 

4.2 출 편견 조사

출 편견(publication bias)을 시각 으로 검토하기 

해 분석 상 연구들의 체 인 효과크기의 분포를 

Funnel plot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2.0 -1.5 -1.0 -0.5 0.0 0.5 1.0 1.5 2.0

0.0

0.1

0.2

0.3

0.4

S
ta

nd
ar

d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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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Hedges's g

Funnel Plot of Standard Error by Hedges's g

[그림 3] Funnel plot

시각으로 결과를 확인했을 때, 깔때기 밖 연구들이 

에 띄어 출 편견이 존재할 것으로 단되지만, 나머

지 많은 연구들이 깔때기 안쪽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출 편견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4.3 SW 교육 로그램이 컴퓨  사고력에 미치는 

체 효과크기 분석

이 연구는 SW 교육 로그램이 컴퓨  사고력 신장

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고자 최근까지 연구 논문 , 

24개의 사례를 조사 선별하여 무선효과모형으로 메타

분석하 다.

SW 교육 로그램이 컴퓨  사고력에 미치는 향

에 한 체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값은 <표 4>와 

같고, Forest plot은 [그림 4]와 같다. 

k Hedges' g 95% CI SE p

24 0.643 0.490∼0.796 0.078 0.000

<표 4> SW 교육 로그램의 효과크기

[그림 4] Forest plot

SW 교육 로그램이 컴퓨  사고력에 미치는 향

에 한 체 효과크기는 간 효과크기(Hedges' 

g=0.643, 95% CI: 0.490∼0.796)를 나타내었으며, 95% 

신뢰구간이 ‘0’보다 큰 구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  사고력 신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따라서 SW 교육 로그램은 컴퓨  사고

력 향상에 통 인 수업도구들보다 통계 으로 유의

미한 향을 미치며, 그 향상 효과가 간 수 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4.4 변인별 효과크기 차이 분석

이 연구의 메타분석 모델의 변인별 효과크기 차이를 

알아보기 해 무선효과모형으로 변인별 하 군 분석

(subgroup analysis)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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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EPL 종류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독립변인인 교육방식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의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구분 k Hedges' g 95% CI SE p

EPL 12 0.755 0.578∼0.933 0.091 0.000

피지컬 컴퓨 11 0.525 0.262∼0.788 0.134 0.000

일반 로그래 1 0.479 -0.086∼1.043 0.288 0.097

<표 5> SW 교육방식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결과

 컴퓨  사고력 향상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SW 교육방식은 EPL(Hedges' g=0.755, 95% CI: 0.578

∼0.933), 피지컬컴퓨 (Hedges' g=0.525, 95% CI: 

0.262∼0.788)이었고, EPL이 가장 효과가 좋았고, 다음

으로 피지컬컴퓨  방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SW교육방식 간의 효과크기 차이(Q=4.139, d.f.=2, p<0.530)

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4.4.2 연구 상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조 변인 1인 연구 상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의 분

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구분 k Hedges' g 95% CI SE p

등학생 20 0.638 0.464~0.813 0.089 0.000

학생 1 0.479 -0.086~1.043 0.288 0.097

학생 3 0.721 0.293~1.150 0.048 0.001

<표 6> 연구 상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결과

연구 상에 따른 효과크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

난 상은 등학생과 학생이고, 효과크기의 차이에 

따른 결과는 학생(Hedges' g=0.721)이 등학생

(Hedges' g=0.638)보다 컴퓨  사고력 향상에 더 효과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연구지역 간의 효과크

기 차이(Q=0.691, d.f.=1, p<0.406)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4.4.3 연구지역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조 변인 2인 연구지역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의 분

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구분 k Hedges' g 95% CI SE p

도시 10 0.537 0.350~0.724 0.096 0.000

소도시 / 

읍면지역
13 0.654 0.450~0.859 0.105 0.000

<표 7> 연구지역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결과

연구지역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는 소도시/읍면지

역(Hedges' g=0.654)이 도시(Hedges' g=0.537)보다 

더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연구지역 간의 효과크기 차이

(Q=0.691, d.f.=1, p<0.406)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5. Conclusions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SW 교육 로그램이 컴퓨  사고력 향상에 미

치는 체 효과가 간 효과크기(Hedges' g=0.643)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SW 교육 로그램은 학생들의 컴

퓨  사고력을 간 정도의 효과로 향상시키는 교수·

학습방법임을 확인하 다. 

둘째, SW 교육 방식  EPL을 활용한 교육 로그

램이, 연구 상은 학생이, 연구지역은 소도시/읍면

지역에서 더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컴

퓨  사고력 향상에 EPL 교육방식이 필요하며, 학생

에 한 교양컴퓨터강좌와 소도시/읍면지역에서의 

SW 교육은 효과 인 결과를 보장하므로 더욱 증진되

어야하겠다. 

이 연구로 컴퓨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크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별하지 못했다. 그래서 후속연구로 

SW 교육 로그램 용에서 보다 효과 인 용 변인

을 찾기 한 연구로, 보다 다양한 변인을 선별하여 

효과크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구 하는 연구가 필

요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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