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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BL(Project Based Learning)은 학업성취도  문제해결력 향상에 효과 인 교수-학습방법으로 
로그래  교육에 리 용되고 있다. 하지만 학습 기의 진입장벽이 높은 로그래  학습에서 

PBL의 장 이 발휘되기 해서는 수업설계시에 학습동기 유발 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학습동기 

유발 략은 학습자의 학습양식을 고려하여 용하 을 때에 효과 이지만, 아직까지 PBL 기반의 
로그래  수업에서 학습동기 향상을 해 학습양식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소에 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PBL 기반의 로그래  수업에서 학습양식에 따라 학습동기에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 로 수업설계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한 시사 을 도출
하는 것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해, ARCS 모델을 심으로 설계된 시뮬 이션을 제작해
보는 PBL 로그래  수업을 실시하 다. 사 에 학습동기검사, 학습양식검사를 실시하 고 실험

조치 후 사후 학습동기를 검사한 결과, 학습자의 학습동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끝으로, 학
습양식에 따른 ARCS 모델의 하  요소별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PBL 기반의 로그래  수업설계
에 있어서의 시사 을 제시하 다. 

주제어 : 로그래  교육, 로젝트 기반 학습, 학습동기, 학습양식

Analysing Differences of Learning Motivation According to 

Learning Styles in Project-Based Programming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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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ject-based learning is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for improvement of academic achievement 
and problem-solving ability so that is often applied to programming education. However, a strategy 
of enhancing motivation is required by a course design considering a learning style of students for 
advantage of PBL to take effect. Yet, studies on considerations with learning style still lack, when 
designing project-based programming learning courses for improvement of learning motivation. This 
research aims to address issues for consideration in designing PBL programming course. Accordingly, 
we analyzed learning motivation’s difference between learning style in PBL programming class. We 
designed PBL programming course focusing ARCS model, where students making simulation The 
Kolb Learning Style Inventory is used to determine learning preferences. To assess students' 
motivation, Keller’s Course Interest Survey was used in a pre-post-test-design. The result indicates 
that pre-post students’ motivation differed. Also, we found considerations through comparing 
difference of ARCS model’s detailed elements between learning 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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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7년 정보교과 교육과정은 정보과학 원리를 

이용한 정보처리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함양을 

요시하는 방향으로 개정 고시되었다[1]. 특히, 

컴퓨터의 도구 인 활용 측면보다는 컴퓨터 과학

의 원리, 문제 해결 방법  차를 강화하고 창

의 이고 논리 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력 향상을 목 으로 하고 있다[2].

로그래  교육은 개정 정보교과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논리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  사고력과 같은 고차원  사

고 능력을 키워주는 학습 내용으로 교육의 필요

성이 증 되고 있다[2]. 이러한 로그래  교육은 

개정된 정보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볼 수 있

듯이 문 인 로그래머 양성을 한 것이 아

니라, 정보화 시 에 필요한 창의  문제 해결력 

 논리  사고력을 함양을 한 기 ·필수 인 

학습 내용임을 알 수 있다[1][2].

최근 이러한 로그래  교육을 해 주목받고 

있는 것이 PBL(Project-Based Learning)을 활용

한 교수학습 방법이다[3][4][5][6]. PBL 교수학습 

방법은 로그래  교육에 있어서 학업성취도의 

향상  문제해결력 증진에 정 인 효과가 있

음을 알 수 있다[7][8]. 하지만 로그래  학습을 

해서는 문제해결 략은 물론이고 로그래  

언어의 명령어와 기본 인 문법에 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처럼 로그래 은 학습해야할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학습 기의 진입 장벽이 높아 

입문 단계의 학습자들에게는 여 히 어려운 학습

내용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9][10]. 

따라서 로그래  입문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

이 수업에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

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로그래  학

습에 한 동기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11]. 학

습동기에 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 에서 

Dunn(1986)은 학습자의 학습양식을 고려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 고[12], 

Becher(1989)는 학습양식과 학문 역이 서로 연

성이 있음을 밝히면서 학습양식을 고려하여 수업

을 실시하 을 때 학업성취 향상에 효과가 있다

고 하 다[13]. 이에 PBL 기반의 로그래  학습

에서도 학습자의 학습양식을 고려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수업설계  략이 필요하

다. 그러나 아직까지 PBL 기반의 로그래  수

업에 있어서 학습양식에 따른 학습동기의 차이를 

분석하거나, 수업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한 분석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BL 기반의 로그래  

수업에서 학습자의 학습양식에 따라 학습동기 향

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ARCS 모델을 심으로 교육용 로그

래  언어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제작하는 

PBL 수업을 설계하여 학교 3학년을 상으로 

수업을 실시하 다. 학습동기와 학습양식을 사  

검사하고, 실험조치 후 학습동기의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 이를 통해 PBL 기반의 로그래  

학습에서 학습자들의 학습동기 향상을 한 수업

을 설계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

지 살펴보았다.

2.  배경 이론

2.1 학습동기

동기는 시작, 방향, 강도, 지속성, 행동수  등 

목 지향 인 행동을 설명하기 해 사용되는 이

론 인 개념으로, 최근에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육환경의 패러다임이 구성주의 기반의 학습자 

심으로 바 면서 학습동기에 한 요성은 더

욱 커지고 있다[14]. 특히, 경험주의를 이론  배

경으로 하고 있는 PBL은 자기주도 인 학습 특

징으로 학습자의 동기가 높지 않으면 학습효과를 

기 할 수 없다. 학습동기는 학습자들의 극 인 

수업 참여 여부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11]. 그 기 때문에 PBL을 수업에 용하

려는 교사나 교수설계자들은 학습자들의 학습동

기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숙지하고, 교수설계에 

한 동기 유발 략을 사용해야 한다.

2.1.1 ARCS 동기 유발 략

Keller(1984)는 동기에 한 기존의 다양한 이

론  연구를 종합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교수학

습 상황에서 학습동기를 유발시키고 지속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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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olb의 학습양식

한 ARCS 동기 모델을 제공하 다[15]. ARCS 

동기 모델이란 교수자가 극 으로 학습동기를 

유발시키고 지속시키기 해 학습환경의 동기  

측면을 설계하는 문제해결 략을 말한다. Keller 

(1984)는 동기 유발과 련된 연구문헌들에서 보

고된 이론과 개념들  인간의 동기 유발 요소를 

네 가지 범주로 정리하 는데, 이는 주의집 , 

련성, 자신감, 만족감으로 구분된다. <표 1>은 네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특성을 보여 다. 네 가지 

구성 범주들은 인간이 완 히 동기 유발되기 

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15].

국내에서 ARCS 동기 모델을 수업에 용한 선

행 연구들에서도 수업설계에 있어 동기유발 략 

요소들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교수-학습 

활동을 실행한 것이 실제로 학습자들의 교과에 

한 정 인 태도와 높은 동기 수 을 제고하

거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등 반 으로 수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6][17][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ARCS 동기 유

발 략의 요소를 용하여 시뮬 이션 제작 

PBL 로그래  수업을 설계하 다.

구성요소 세부요소 특성

주의집

(Attention)

지각

각성
흥미를 끌기 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탐구

각성
탐구하는 태도를 어떻게 유발할까?

변화성
주의집  유지를 해 한 변화를 어떻게 

 수 있을까?

련성

(Relevance)

목

지향성

학습자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수 

있을까?

모티

일치

최 의 선택, 핵임감, 향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친 성 수업과 학습자의 경험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자신감

(Confidence)

학습요건
성공에 한 정  기 감을 어떻게  수 

있을까?

성공기회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까?

개인

통제

학습자가 자신의 성공이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어떻게 제공할까?

만족감

(Satisfaction)

내재

강화

새로 배운 지식과 기능을 사용하도록 의미 

있는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까?

외재

보상

학습자의 성공에 해 외  강화를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까?

공정성
학습자가 자신의 성취에 해 정 인 

느낌을 가지도록 어떻게 도와  수 있을까?

<표 1> ARCS 동기 이론 범주

2.2 학습양식

학습양식은 경험주의 학습이론을 배경으로 하

면서 학습에 있어서 경험의 요성을 강조하며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능동 인 주체로서의 역

할을 강조하고 있다[19][20][21]. 학습양식에 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Clarke(1993)는 학습양

식을 정보의 인식, 수정, 처리방법에 향을 미치

는 개인의 스킬과 선호도이며, 능력이 아닌 학습

에 한 선호도를 의미라고 주장하 다[22]. 

Brown(1998)은 학습상황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느

끼고 행동하는 개인  특성, 학습 맥락과 계된 

특정한 행동  태도, 학습자가 학습환경에 반응

하고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한 상

으로 안정된 지침으로서 작용하는 인지 , 정의

, 신체  요소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23]. 

Dunn(1986)은 각 개인이 정보나 기술을 배우고 

보유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4].

학습양식에 한 모델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

지만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학습양식은 

각 개인이 학습환경 속에서 정보를 인식하고 처

리하는 방법과 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범 하게 사용되는 표

인 학습양식으로 Kolb(1976)의 경험 인 학습모델

을 들 수가 있다[25][26]. 이 모델의 핵심은 학습

에서 경험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림 1>

과 같이 2개의 축과 4분면의 원으로 된 순환 인 

모델로 이루어져 있다. 2개의 축이란 구체 인 경

험-추상 인 개념을 의미하는 지각의 축과 능동

인 실험-반성 인 찰을 나타내는 처리과정의 

축을 의미한다. 2개의 축과 4분면은 응자,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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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Laffey Harris Levin

도입 준비하기
골조화

목적 설정
제안

학습활동결정전개 주제 결정하기

탐색 활동계획하기

코칭 프로젝트 사례 분석
상세화

계획적이고 풍부한 자원
프로젝트 상세화

협력 학급, 학교 모집
구성

지식 표현 협력체 형성

실습 탐구 및 표현 커뮤니케이션과 협력 정보와 의견 교환 실행

정리
마무리

평언 종결
요약

발표평가하기

<표 3> 로젝트 기반 학습 과정

자, 분산자, 수렴자와 같은 4가지의 학습양식을 

나타낸다. 이들 네 가지 기본 인 방식에 따라 구

분된 학습양식은 분산자, 융합자, 수렴자, 응자

로 분류되며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학습양식이 학습과정에서 요한 이유는 

<표 2>와 같이 각각의 학습양식에 해당하는 학

습자들에게 해당 학습양식을 고려한 학습환경이 

제공될 때 학습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24][27][28]. 

단계 설명 특징

응자
역동  

학습자

정보의 구체  인식, 극  처리,

경험 시, 변화에 극  응, 감각

모험 , 감각 , 실험

교사(교수), 환경연구, 사업

분산자
상상력 

학습자

상상력이 풍부, 다양한 , 창의성 탁월

아이디어 풍부, 정보의 구체  인식

술, 철학, 언어, 역사

수렴자
조작  

학습자

정보의 추상  인식, 극  처리

아이디어나 이론을 실제 용, 과학 이고 

체계 , 결정력 뛰어남, 기술  과제 선호

공학, 엔지니어, 컴퓨터, 응용물리, 보건학

융합자
분석  

학습자

과학 이고 체계 , 논리 , 객 , 추상  

사고도 강함, 이론  모형개발 능력과 

과학  쳬계  정보에 탁월, 자연과학자, 

화학, 수학, 물리학, 천문학, 지구과학, 경제학

<표 2> Kolb의 학습양식 특징

2.3 로젝트 기반 학습

PBL은 학습자가 로젝트의 특성을 분석하여 

해결 계획을 세우고, 실행 결과를 평가하고 반성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능동 으로 지식을 탐구하

고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29]. 로젝트를 심으로 수행되는 PBL에 해 

Laffey(1998)는 PBL을 학생들이 과제해결을 해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스스로 구

성하도록 하는데 주안 을 두는 구조화된 학습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30]. 결국 PBL은 Dewey

의 경험주의 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Kilpatrick가 

체계화한 로젝트법을 Katz 외(1989)가 오늘날 

교육 실에 맞게 재조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1]. 

3. 수업설계

3.1 로젝트 기반 학습 과정

PBL을 이용하여 수업을 설계하기 해 선행연

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과정에 해 살펴보면, 

김  외(1999)는 로젝트 학습과정을 크게 

비하기, 주제 결정하기, 활동계획하기, 탐구  표

하기, 마무리하기, 평가하기 등의 6단계로 나

고 각 단계의 상호 연 성을 강조하 다[32]. 

Laffey(1998)은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지식의 골조

화와 코칭,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정보  자원의 

제공, 커뮤니 이션과 동, 학습자간의 평언 등

을 지 하고 있다[30]. Levin(1995)은 제안, 상세

화, 구성, 실행, 요약, 발표의 6단계를 제시하 다

[33]. 

기존의 연구자들이 제안한 PBL 학습과정을 정

리해보면 학습과정의 맥락에서 수업을 통해 학생

들이 해결해야할 문제를 설정(도입)하고, 학생들

에게 스스로 탐색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학생들에게 로젝트의 목표

를 인식( 개)시키는 과정을 통해 로젝트의 활

동을 시작한다. 학생들은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동료와 동하여 문제를 더욱 구체화 시키고 해

결 방안을 찾는다(탐색). 탐색을 통해 도출된 해

결방안을 직  수행(실습)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

여 로젝트를 마무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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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해 도출된 PBL 학습과정을 정리하여 

로그래  수업에 용할 수 있도록, <표 3>과 같

이 도입- 개-탐색-실습-정리, 5단계로 구분하

다.

3.2 수업 설계 기본 방향

PBL의 특성을 고려하여 로그래  수업에서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시키기 한 수업설계

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3.2.1 로그래 을 통한 시뮬 이션 제작

컴퓨터 시뮬 이션을 활용한 수업은 학습의 효

과성이 높고, 다른 유형의 학습방식보다 시각 인 

요소를 이용하여 흥미롭고 동기유발에 좋으며 컴

퓨터 기술을 보다 효과 으로 활용하여 실제 세

계에서 학습하는 느낌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34][35][36][37]. 즉 시뮬 이션은 학습자에게 

흥미를 제공해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의 수단

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시뮬 이션 기반 학습은 학습목표에 맞게 사 에 

제작된 시뮬 이션을 학습자가 직  조작해보거

나 라미터를 조작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수 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 에 제작

된 시뮬 이션을 조작해보는 것이 아니라 로그

래  활동을 통해 직  시뮬 이션을 제작해보는 

작업을 로젝트로 선정하 다. 

3.2.2 시뮬 이션 소재 선정

학습동기는 수업행동에 향을 주어 목표에 도

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학습에 참여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목표가 달성된 다음의 후속 수

업 참여까지 향을 미친다. 참여동기는 학습자가 

학습을 시작하기 에 수업에 참여하려 하는 동

기이며, 지속동기는 도탈락을 하지 않고 극

으로 학습을 지속해 나가는 동기이다. 계속동기는 

학습이 끝난 후 유사한 과목이나 학습내용을 더 

배우려 하는 동기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동기를 이 세 측면에서 볼 때, 시뮬 이션의 소

재를 교과내용에서 선정하는 로그래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이 로그래  학습을 지속

으로 학습해 볼 수 있도록 하기 함이다. 계속동

기는 비슷한 목 을 지속하려는 동기로서 학습자

가 교사의 향을 받지 않게 된 상태에서도 비슷

한 과제에 지속 인 노력을 쏟으려는 경향성을 

의미하는데[38], 로그래  학습이 끝난 후에도 

학습자들에게 로그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일상 인 학업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소재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제작해보는 경험

을 통해, 정규 로그래  수업 이후에도 다양한 

소재를 스스로 찾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  로그래  학

습과의 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련성을 강조

하는 수업 략의 핵심은 수업의 가치를 학습자

의 요구와 연결시키는 데 있다. Means 외(1997)

는 련성 요소가 높은 학습자가 동기수 이 높

고, 과제수행도 더 잘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ARCS 동기 유발 략  련성 요소의 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39].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과

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내용을 시뮬 이션의 소재

로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자기 

주도 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3.3 수업 설계

본 연구에서는 <표 3>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PBL 학습과정을 토 로 시뮬 이

션을 제작해보는 PBL 기반의 로그래  수업을 

<표 4>와 같이 설계하 다.

수업의 도입부에 시뮬 이션으로 제작해 볼 내

용을 선정하고, 사 에 교수자에 의해 제작된 시

뮬 이션을 학생들에게 보여 다. 시뮬 이션의 

동작원리에 한 설명  움직임에 로그래  

언어의 명령어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

명한다. 이것은 Lahtinen(2005)이 제안하고 있는 

시각 인 결과물을 통해서 제 로그램을 이용

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자들이 선호한다

는 결론에서 도출한 방법이다[40]. 수업시간에 학

습하게 될 명령어를 이용하여 제작된 시뮬 이션

을 보여주고 시뮬 이션이 실행하는데 명령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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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 설명

도입
시뮬 이션 

선정

제작할 시뮬 이션 내용을 선정한

다.

개
기능 분석, 

명령어 학습

시뮬 이션을 보여 주면서 시뮬

이션 제작에 사용된 명령어의 기능 

 문법을 학습한다. 

탐색
시뮬 이션 

탐색

학습한 명령어  기능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심분야에서 제작해 볼 

수 있는 시뮬 이션을 생각해 본

다.

실습
시뮬 이션 

제작

학습자가 직  시뮬 이션을 제작

해본다.

정리 피드백 교사의 피드백을 듣고, 수정해본다.

<표 4> 수업 설계

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한 설명을 통해 

명령어의 기능  문법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습동기를 높이는데 사용된 략은 시뮬 이

션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로그래  

학습에 한 학습가치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

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략은 ARCS 동기 

모델 에 ‘ 련성’에 기인한 것으로, 학습자가 학

습내용을 자신의 목표나 심 등과 련이 있다

고 생각할 때 동기가 부여된다는 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동기에 한 인지이론에서 인간은 

자신과 계있는 문제에 있어서 해결해보고, 정보

를 찾는 극 이고 호기심 많은 존재라는 이론

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41]. 이러한 에서 ‘

련성’을 강조하기 해 로그래  활동이 단순히 

로그래  문법이나 명령어의 기능을 배우는 활

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 다양한 

학습내용에까지 로그래 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환시키는 략이 필요하다. 시뮬 이

션은 다양한 학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고, 실제 학

습 콘텐츠도 다양하기 때문에 로그래 을 통해

서 제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풍부하다. 따라서 

컴퓨터와 련된 내용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닌, 

다양한 학습내용을 소재로 하여 시뮬 이션을 제

작해보는 경험을 통해 로그래 이 정보교과에

만 국한되는 학습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 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보를 표 할 수 있는 효과

인 학습도구라는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본 수업의 특징이다.

4.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상으로 학생 3학년 25명(남22명, 

여3명)을 선정하 다. 한 차시 45분 수업을 6차시

에 걸쳐 시행하 다. 학생들은 서울시 소재의 

학교에서 교사의 추천으로 선발된 학생들로 C언

어나 Java에 한 학습경험이 있거나 재 학습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수업을 실시하기 에 로그래  수업에 한 

학습동기와 학습양식을 조사하고 수업을 실시한 

후, 사후 검사로 학습동기를 조사하여 학습양식별

로 학습동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연구의 실험설계를 도식화하

면 <그림 2>와 같다.

  , ,  

 : 실험 집단

 : 사  검사 (학습동기)

 : 사  검사 (학습양식)

 : 동기유발 교수학습 모델 용 수업

 : 사후 검사 (학습동기)

<그림 2> 실험 설계

4.1 검사도구

사 ·사후 검사에서 학습동기 수 을 측정하기 

해 Keller(1983)의 Course Interest Survey(CIS)

를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42]. CIS는 ARCS 모델의 이론  기 에 근거하

여 설계된 검사도구로서 특별한 수업에 해 학

습자가 동기유발 되는지, 는 될 것인지를 알아

보고자 하는데 사용된다. 학습동기 측정 도구의 

평가 역은 주의집 , 련성, 자신감, 만족감 

역으로 구분되어 평가되고, 이 네 가지 역을 모

두 포함하는 반 인 학습동기로 구분된다. 학습

동기 검사도구의 체문항은 34개이며, 주의집  

8문항, 련성 9문항, 자신감 8문항, 만족감 9문항

으로 이루어져있다. 검사지는 Likert 5  척도에 

학습자들이 응답하도록 하 다.

학습자들의 학습양식을 악하기 해 Kolb 

(1976)의 학습양식 검사지(learning style inventory, 

LSI)를 사용했다. 총 12 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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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양식을 가장 잘 특

징짓는 문장에 4 , 그 다음으로 잘 특징짓는 문

장에 3 , 2 , 1  순으로 수를 부여하 다.

4.2 수업도구

수업에 활용한 교육용 로그래  언어는 두리

틀(Dolittle)로, 보자들도 쉽게 로그래 을 학

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텍스트 기반의 객체지

향형 교육용 로그래  언어이다[43]. 보학습자

들을 해 개발된 언어로써 LOGO의 거북 그래픽

스를 기반으로 GUI 로그래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며 쉽게 객체지향 형식의 로그래  활동

이 가능하다. 그래픽 객체를 이용하여 사물의 움

직임을 쉽게 표 할 수 있다는 과 문법이 간단

하여 로그래  언어를 쉽게 익힐 수 있는 에

서 수업도구로 선정하 다.

학습내용으로는 기존에 제작된 시뮬 이션 콘

텐츠가 풍부한 과학교과 내용 에서 그래픽 객

체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쉽게 표 해 볼 수 있는 

『빛과 동』단원의 진동운동, 『태양계』단원의 

지구와 달의 공  움직임을 선정하 다. 

차시 교육내용

1 두리틀 언어 소개  동작 명령어

2 진동 운동 시뮬 이션 내용  탐색

3 시뮬 이션에 필요한 명령어

4 지구와 달의 공  시뮬 이션 내용  탐색

5 시뮬 이션에 필요한 명령어

6 발표  피드백

<표 5> 교육내용

진동 운동 움직임 지구와 달의 공  운동

<그림 3> 로젝트 수행 결과 학생 화면 시

<표 5>에 총 6차시에 한 수업내용을 요약하

다. <그림 3>은 학생들이 로젝트 수행결과로 

진동운동의 움직임과 지구와 달의 공  움직임을  

시뮬 이션 해보는 실행 화면이다.

4.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해 자료처리는 SPSS 12.0을 이용

하 으며,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 사  검

사로서 ANOVA 검증을 활용하여 실험집단의 학

습양식에 따른 학습동기의 차이를 분석하 다. 

ANOVA의 경우 Scheffe방법을 이용하여 유의수

 .01에서 사후 검증을 하 다. 다음으로, 사후 

검사로서 PBL 수업 활동 후 학습양식에 따른 학습

동기의 사 ·사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학습동

기의 하  요소인 주의집 , 련성, 자신감, 만족

감에 따른 차이를 -검증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5. 결  과

5.1 사 검사결과

사 검사는 실험 처치 이 에 연구 상의 학습

양식에 따른 학습동기에 해 동질 집단인지를 

확인하기 하여 실시하 다. 사 검사는 학습자

들의 학습양식과 학습동기를 측정하 다. 사 조

사에서 이루어진 학습양식에 한 분석 결과 학

습 양식에 따른 학생들의 구성은 <표 6>와 같다.

학습양식    
유의

확률

사후검증

결과

융합자 7 3.050 .1437

1.173 .344 -
분산자 5 3.059 .0625

수렴자 9 3.042 .1348

응자 4 2.927 .0845

합계 25 3.029 .1221

    

<표 6> 학습양식에 따른 사  학습동기 검사결과

연구 상 학생 학생들의 학습양식은 융합자 7

명, 분산자 5명, 수렴자 9명, 응자 4명으로 분포되

어 있다. 체 학습동기는 3.029로 나타났다. 유의확

률은 .344로, 유의수 (  )에서 사후 검증한 결

과, 학습자의 학습양식에 따른 사  학습동기의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처치 에 학습양

식에 따른 학습동기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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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후검사결과

5.2.1 학습양식에 따른 사후 학습동기 차이

학습양식    
유의

확률

사후검증

결과

융합자 7 3.445 .1264

.519 .674 -
분산자 5 3.535 .2340

수렴자 9 3.536 .1739

응자 4 3.449 .1866

합계 25 3.497 .1721

    

<표 7> 학습양식에 따른 학습동기 사후 검사결과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체 학습동기는 

3.497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은 .674로, 유의수

(  )에서 사후 검증한 결과, 학습양식에 따른 

사후 학습동기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2.2 사 사후 동기 차이 분석

학습동기에 한 사  사후 검사결과를 보면, 

체 학습동기는 사  3.029에서 사후 3.497로 학

습동기가 향상되었으며 0.468의 차이가 있었다. 

융합자에서는 0.395, 분산자는 0.476, 수렴자는 

0.494, 응자는 0.522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사  

사후 모든 학습양식의 학습동기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선행연구에서 PBL이 학습동기 향상에 효과

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 진행한 

PBL 기반의 로그래  수업에서도  학습동기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5][6].

5.2.3 학습양식에 따른 사 사후 동기 분석

체 학습양식에서 학습동기가 상향된 것을 확

인하 다. 그 다면, 학습양식별로 학습동기 하

요소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1) 융합자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융합자는 응표

본 -검증한 결과, 주의집 , 련성, 자신감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학습동기    

주의집
사 3.161 .2573

-3.969 .007(**)
사후 3.536 .3867

련성
사 2.857 .2196

-4.446 .004(**)
사후 3.302 .2461

자신감
사 3.054 .3296

-10.667 .000(**)
사후 3.625 .3227

만족감
사 3.143 .1999

-3.357 .015(*)
사후 3.349 .1970

    

<표 8> 융합자 학습동기 사 사후 검사결과

2) 분산자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산자는 응표

본 -검증한 결과, 체 학습동기 수 은 련성, 

자신감, 만족감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학습동기    

주의집
사 3.100 .3236

-1.581 .189
사후 3.350 .6212

련성
사 2.867 .0930

-4.216 .014(*)
사후 3.311 .2534

자신감
사 3.075 .1425

-19.633 .000(**)
사후 3.850 .2850

만족감
사 3.200 .0930

-3.162 .034(*)
사후 3.644 .3083

    

<표 9> 분산자 학습동기 사 사후 검사결과

3) 수렴자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렴자는 응표

본 -검증한 결과, 련성과 자신감에서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학습동기    

주의집
사 3.028 .2983

.000 1.000
사후 3.028 .2708

련성
사 2.840 .2012

-20.515 .000(**)
사후 4.198 .2276

자신감
사 3.153 .3632

-18.353 .000(**)
사후 3.708 .3590

만족감
사 3.160 .2728

-.426 .681
사후 3.173 .3148

    

<표 10> 수렴자 학습동기 사 사후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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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자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응자는 응표

본 -검증한 결과, 자신감, 만족감에서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학습동기    

주의집
사 2.719 .1875

-4.700 .018(*)
사후 3.281 .3733

련성
사 2.750 .1398

-2.875 .064
사후 3.278 .3795

자신감
사 3.063 .2602

-12.247 .001(**)
사후 3.688 .2165

만족감
사 3.167 .2645

-12.124 .001(**)
사후 3.556 .2400

    

<표 11> 응자 학습동기 사 사후 검사결과

6. 분  석

본 연구는 PBL 기반의 로그래  수업에서 

학습양식별로 학습동기 향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

는 특성을 분석하여 다양한 학습양식에 맞는 수

업  학습 략을 수립하기 한 기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 다.

학습양식별로 ARCS 동기 모델의 하  구성 요

소별로 살펴보면, PBL 기반의 로그래  수업은  

체 인 학습동기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상

을  나타냈다. <표 12>에 학습양식에 따른 학습

동기의 하 요소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정리하 다.

융합자 분산자 수렴자 응자

주의집 ○

련성 ○ ○

자신감 ○ ○ ○ ○

만족감 ○

<표 12> 학습양식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습동기 하 요소

‘자신감’은 모든 학습양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신감’은 학생들이 자신의 통제 하에 

학습상황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 이는 두 가지 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본 연구에 사용한 교육용 

로그래 언어의 특징이 반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업에 사용된 두리틀은 문법이 간단하고, 

한 로 로그래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

래 에 한 학습 부담이 다. 이는 학습 과정에

서 의미 있는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한 수 의 도  기회를 제공해  것으로 해석된

다. 이는 유승욱(2008)의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

듯이 교육용 로그래 언어가 학습자에게 자신

감을 향상시켜 다는 결과와 일치한다[44]. 두 번

째는 PBL이 갖는 교수학습방법의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이미 습득하고 있는 지식과 경험  

배경으로부터 출발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며, 그 

과정 에 문제 해결을 해서 자신들이 좀 더 

알아야할 내용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 단계 으

로 해결가능한 수 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

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자신감이 형성되어 학습

상황에서 실패에 한 불안보다는 성공 으로 수

행할 수 있다는 기 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이것은 Shepherd(1998)의 연구에서

와 같이 PBL 시행 후 수업내용에 해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는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45].

‘ 련성’은 융합자와 수렴자에서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융합자가 선호하는 학문

역은 지구과학  자연과학이고, 수렴자가 선호

하는 학문 역은 공학 역으로[46], 본 연구에서 

시뮬 이션의 소재로 채택한 과학교과 내용이 학

습양식에 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는 학생들이 개별 으로 선호하는 학습양식은 그

들이 배운 학문 역의 틀과 련이 있고, 학습양

식과 학문 역과의 연 성이 있다는 

Becher(1989), Nulty와 Barrett(1996)의 주장과 일

치하고 있다[13][46][47].

‘주의집 ’은 융합자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련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의집  한 각각의 학습양식에 합한 

학문 역이 있다고 주장과 같이 시뮬 이션의 학

습소재가 가지는 학문분야가 학습양식에 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융합자의 과

학 이고 체계 , 논리 인 특징이 주의집 의 세

부요소인 학습자의 지  호기심을 자극하는 탐구

 각성을 유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46].

‘만족감’은 응자를 제외하고는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만족감은 성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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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결과에 해 정  피드백이나 보상을 통

해 강화할 수 있지만, PBL 기반의 로그래  실

습 과정에서 피드백을 강화하기 한 수업설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단된다[48]. 한 다른 교과의 

학습내용을 소재로 로그래 을 학습해보는 것

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모험 , 실험 이

고 새로운 경험과 상황에 응하는 특징을 나타

내는 응자에게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46].

7. 결론  제언

본 연구는 PBL 기반의 로그래  수업을 통

해 학습양식에 따라 학습동기  그 하  요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여 PBL 기반의 로

그래  수업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한 시

사 을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진행되었다. 실험 

결과, PBL 기반의 로그래  수업은 모든 학습

양식에서 유의미한 학습동기 향상의 효과가 나타

났지만, 하 요소에는 학습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

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 PBL 기반의 로그래  수업은 학습자의 학

습동기가 반 으로 향상하 다. 

- 학습동기가 반 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학

습동기의 하  요소에서는 학습양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 융합자와 같은 경우, ‘주의집 ’, ‘ 련성’, ‘자

신감’, 분산사는 ‘자신감’, 수렴자는 ‘ 련성’, 

‘자신감’, 응자는 ‘자신감’, ‘만족감’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모든 학습양식에서 ‘자신감’이 향상된 것은 

수업에 사용된 교육용 로그래  언어가 문

법이 간결하고 그래픽 객체의 움직임을 쉽게 

표 할 수 있었던 것과 체험 인 경험을 제

공해주는 PBL이 가지는 특징에 기인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수업은 학습자 심

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특징으로 인해 유의미한 

효과를 이루기 해서는 학습자의 동기가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기 때문에 구성주의에 기

반하고 있는 PBL 수업을 설계할 때에는 학생들

의 동기를 유발시키기 한 략이 필요하다. 이

러한 학습동기는 학습정보의 지각과 처리방법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방식과 학문 역이 구분되는 

학습양식을 고려해야 효과 이기 때문에 학습동

기를 유발하기 한 수업을 설계할 때에 학습양

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PBL 기반의 로그래  수업에서 그래픽 

객체 조작이 간단한 교육용 로그래  언어의 

사용은 시뮬 이션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학습자

들에게 의미 있는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 다. 그

러나 학습자들이 갖게 되는 학습결과나 기 에 

한 ‘만족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새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이 후속 학습상황에 용될 수 있

도록 하는 수업을 설계하거나, 정 인 피드백이

나 보상에 한 제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PBL 기반의 로그래  수업은 모든 학

습양식에서 체 인 학습동기에서는 향상되었으

나, 로젝트로 진행하는 학습소재가 지니는 학문

역에 따라서 학습동기의 하  요소에서는 그 

향상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요

소도 있었다. 그 기 때문에 PBL 기반의 로그

래  수업을 설계함에 있어서 한정된 역에서만 

시뮬 이션의 소재를 선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학

문 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부터 얻은 시사 을 바탕으

로 로그래  수업에서 효과 인 로젝트 활동

을 개발하기 해서는 학습자의 동기 수 , 학습

양식 등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PBL 기반의 로그래  

수업에서 다양한 학습양식을 가지는 학습자들이 

학습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할 때 필

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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