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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H/W 전공자들의 프로그래밍 학업성취도 향상을 목적으로, 첫째, H/W 전공자들

이 선호하지 않는 프로그래밍 분야에 학습자의 역량을 발전시켜 취업 관심도를 높이고 프로그래밍 분

야로 취업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사례를 제시하였다. 둘째, 향후 H/W 분야에서 학과차원의 특수성과

실정을 반영한 프로그래밍 교수법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사례와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통계적으로분석하여프로그래밍교육의질향상과발전의계기로삼고자하였다.

주요용어: 설문조사, 취업률증대, 프로그래밍, 학업성취도

1. 서론

대학평가시졸업자취업률이핵심평가지표로활용되고이에따른대학구조조정이본격화되면서대

학교에서는 학교 및 학과 취업률에 대한 관심도가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률이 낮아지면, 신입생

충원이 현저히 급감되며 대학 간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정부예산지원이 삭감됨으로서 사립대학은 경영위

기에처해지고강제퇴출될수있으므로취업률향상이절대적으로중요시되고있는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학과 취업률 향상 방안으로서, 학생들의 취업 및 학업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S 대학교의 H/W 분야

의 E 학과의 취업률 현황분석 및 제고방안을 통하여 취업률 증대의 저해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그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하여취업률향상에기여하고자한다.

H/W 취업 분야는 마이크로파 및 광파, 반도체 및 전자재료, 시스템 및 제어, 정보통신 및 신호처리,

그리고 컴퓨터 및 회로설계 등이며 특히 통신, 시스템, 제어, 임베이드 시스템 등은 S/W를 기반으로 구

동되어서 S/W의 교육은 필수적이므로 광범위한 전자산업 및 다양한 정보기술 분야로 진출한다. 위 대

학교의 취업률 저해요인으로서는 첫째, H/W 분야 졸업생들이 다양한 전공분야에 취업하지 못하고 특

정분야에만 취업한다는 문제점이 파악되었고, 둘째, 프로그래밍 교과목들의 수강을 기피함으로서 그 분

야에취업을포기한다는문제점이발견되었다 (Lee, 201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H/W 분야 1,2학년과 졸업예정자들에게 프로그

래밍 교과목을 통하여 다양한 교수법으로 강의하여 프로그래밍 분야에 관심도를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취업률증대효과를유도하기위하여, 본연구내용을크게세가지관점에서수행하고자한다.

첫째, H/W 1,2학년 전공자들과 예비 졸업생들이 향후 프로그래밍 분야로 관심도를 향상시켜서 취업

을유도하는전략하에최적의교수법을각각모색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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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를 통하여 H/W 전공자들에게 교수-학습함으로서, 프로그래밍 분야로 취업률을 향상시켜서

취업률증대효과를도모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 교육사례와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정보를 통하여 향후 H/W 분야에

서 궁극적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의 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래밍 교수-학습방안을 제

안하고자한다.

2. H/W 분야에서 프로그래밍 교과목 교수 방안

프로그래밍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체계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

력·문제해결력·창의력 신장 등의 심화교육을 통한 반성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결정력 등의 고

등사고 능력 그리고 문제해결 응용력뿐만 아니라 창의적 창작활동능력의 배양이라고 할 수 있다 (Kim,

2002). 프로그래밍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의 많은 요소들이 있다. 교수방법, 교

과과정, 교수자의 자질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학습자의 프로그래밍 교육의 배경, 사전 경험, 동기, 그 밖

의교육적환경등을들수있다 (Choe, 2012; Kim, 2003).

프로그래밍을 지도하는 교수자들은 효과적인 교수기술, 교수방법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하고 항상 새

로운 아이디어를 찾으며 지속적으로 향상된 교수법을 탐색하여 학습자의 흥미유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흥미도를 유지하면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수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Cho, 2010;

Choi와 Ha, 2012).

프로그래밍 교과목의 교수법으로는 첫째, 강의식 교수법으로서, 교수자가 일방적인 강의로 수업을 진

행하면서학습자에게컴퓨터로실습지도를한후과제로연습문제등을코딩하여제출하도록하는전통

적인수업방식이며교수위주의일방통행식교수행위라는특징이있다 (Choi와 Park, 2013).

둘째, 대화식 교수법으로서, 교수자가 우선 강의를 진행한 후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질문을 통하여 의

문점 등을 해결해나가는 쌍방 통행식 교수 행위라는 특징이 있다. 질문은 교수자뿐 아니라 학습자도 행

할수있으며, 대답또한교수자나학습자모두할수있다. 더욱이이러한대화의교환과정에서토의를

거쳐문제해결능력이배양되고이를통한프로그래밍코딩능력및소프트웨어개발능력을함양시킬수

있다.

셋째, 팀 프로젝트식 교수법으로서, 교수자가 팀 프로젝트 (team project)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팀별로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 수행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고, 학습자들 사이에 팀웍을

극대화시킬수있으며협동작업의소중함을일깨울수있는장점이있다. 팀프로젝트는각주제의압축

적인 핵심내용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교육방식으로서, 팀 프로젝트의 고려할 사항으로는 팀

프로젝트의구성원선별이고개별학습자의다양한수준차를고려하여팀을구성해야한다.

단, 프로그래밍 수업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학습자가 수업이

외의개인적인행동 (인터넷검색, 게임, 워드문서작업)등을할수있다. 우선강의식교수법은먼저컴

퓨터의 모니터를 끄고 개인적인 행동을 금지한 체 수업을 진행한 후 실습시간에 질의응답을 실시하므로

대다수학습자에게강의에관한학습집중력향상을도모할수있다. 반면대화식수업은컴퓨터를켜놓

고 질문과 토의식으로 진행할 경우, 프로그래밍 교과목의 관심도가 높은 학습자들은 수업참여도가 높지

만, 반면 수업 참여도가 낮은 학습자들은 개인적인 행동을 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어떤 교수법이 학습자

들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대화식 교수법으로 진행할 시 학습

자의개인적인행동을철저하게금지하기위해서조교들을배치하여통제하고실험을실시했다.

본연구에서는강의식교수법, 대화식교수법, 팀프로젝트식교육법을통하여프로그래밍사례교육을

실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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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W 전공자들의 프로그래밍 교수법에 관한 실증 연구

위 대학교 프로그래밍 교과과정은 2013년에 일부 개정되었다. 2013년 이전 H/W 프로그래밍 교과과

정 편성은 1학년 2학기에 C프로그래밍, 2학년 1학기에 기초 프로그래밍, 2학년 2학기에 고급 프로그래

밍으로구성되어있다. 단, 기초프로그래밍은고급 C언어를, 고급프로그래밍은객체지향언어를강의한

다. 2013년 이후 H/W 프로그래밍 교과과정 편성은 1학년 1,2학기에 C프로그래밍1,2, 2학년 1,2학기

에고급프로그래밍1,2로구성되어있다. 단, 고급프로그래밍1,2에서는객체지향언어를강의한다.

개정된 교과과정에서는 1학년 1학기부터 C프로그래밍 강좌를 추가 개설하여 C언어 교육 시기를 조

기에 실시함으로서 C프로그래밍 교육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으며, 2학년 2학기에 객체지향언어 강

좌 (C++/JAVA)를추가신설하여교육프로그램다양화를추진하였다.

본 연구내용에서 프로그래밍 교과과정을 2013년 이전과 이후를 구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학년 때 C언어를 두 학기 강좌로 개설한 교과과정 (2013년 이후)이 한 학기 강좌로 개설한 교과과정

(2013년 이전)보다 강의식 교수법과 대화식 교수법들에 의한 학업성취도 향상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를 파악하고 C언어 개설강좌 수에 의한 학력 격차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C++, Java,

C#, Visual Basic, PHP, JSP 등과 관련된 교과목 개설 희망여부와 프로그래밍 분야로 향후 취업 희망

여부에 관한 사전·사후설문조사를 통하여 C언어를 한 학기 강좌로 개설한 경우 (2013년 이전)와 두 학

기강좌로개설한경우 (2013년이후)로구분하여 C++, Java, C#, Visual Basic, PHP, JSP 등과관련

된 교과목들 개설 및 취업 희망도 변화추이를 각각 파악하여 C언어 개설강좌 수에 의한 위의 두 교수법

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하여 개정된 프로그래밍 교과과정이 C언어 학습효과 향상에 타당

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추가로 교과과정이 개정되기 전 (2013년 이전), 1,2학년 연구 대상 학

생들에게 강의식 교수법과 대화식 교수법으로 각각 강의를 한 후, C언어 교과목 추가 신설여부에 관한

사전·사후설문조사를 통하여 C언어 교과목의 관심도 변화추이를 통해 C언어 교과목 개설 요구를 파악

해보았다.

3.1. 2013년 이전 H/W 교과과정에서의 프로그래밍 교육사례 연구내용

3.1.1. 연구 방법

본 절에서는 2012년 H/W 교과과정에서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에 각각 개설된 C프로그래밍,

기초 프로그래밍 교과목에 위에서 제시한 강의식 교수법과 대화식 교수법으로 한 학기 강좌 개설로 교

수-학습함으로서, 첫째, 연구 대상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고 그 교육효과

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H/W 교과과정에서 1,2학년 연구 대상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교과목 학

업성취도는 강의식 교수법보다 대화식 교수법으로 학습할 경우에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둘째, 위 교과목을 통해 대화식 교수법으로 교수-학습을 실시함으로서,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선호도

인식이자발적으로의식변화를유도하여위분야의취업률증대효과를얻을수있다는가설을중심으로

실험연구를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에 소재한 S 대학교 이공대학 H/W 분야의 E 학과를 선정하여 이 연구에 자발적

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 학생들로 1,2학년 각각 80명씩 구성하였고, 학년마다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을 40명씩각각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총 세 단계로 진행하였고 실험집단의 처치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실험은 연구 대

상자의 학교 학사 일정에 의거하여 1학년은 2012년 8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2학년은 2012년 3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15주에 걸쳐 한 주에 1차시씩, 180분씩 총 15차시를 처치하였다.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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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프로그래밍 교과목의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대화식 교수법의 교육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 학생들에게 1차시기에 프로그래밍의 기초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학업성취도 사전검사와 사전

설문조사를 동시에 실시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 대상 학생들에게 연구 개발된 대화식 교수법으

로 14주 14차시에 걸쳐 교수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인 15차시에 사후검사로서 학업성취도 측

정과사후설문조사를동시에실시하였다.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는 C프로그래밍 교과목 추가 신설 희망여부, C++, Java, C#, Visual Basic,

PHP, JSP 등과 관련된 교과목 개설 희망여부, 프로그래밍 분야로 향후 취업 희망여부 등에 관한 동일

한 문항들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위 교과목의 관심도 및 위 분야 취업 선호도의 변화추이를 분

석해서 인식의 변화됨을 살펴보았다. 특히, C프로그래밍 교과목 추가 신설 희망여부에 관한 문항은 체

계적인 고급 프로그래밍 기법 습득 요구를, C++, Java, C#에 관한 문항은 객체지향분석·설계·구현을
통한 S/W 개발 기술 습득 요구를, Visual Basic에 관한 문항은 윈도용 S/W 개발 기술 습득을, PHP,

JSP에관한문항은웹서버와관련된웹개발기술습득요구를각각파악하고자했다.

즉, 이연구에서는실험집단과통제집단에위교과목에대한학업성취도사전검사를실시하여먼저두

집단이 동질집단임을 보이고, 실험집단에는 실험처치를 하고 통제집단은 전통적인 강의식 교수법을 유

지한 후, 위의 두 집단에 학업성취도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이 연구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모든가설검정은유의수준 α (=0.05)에서이루어졌다 (Park과 Lee, 2011).

3.1.2. 연구 결과

2012년 H/W 교과과정에서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에 각각 개설된 위의 교과목들에 대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학업성취도 사전검사 결과는 Table 3.1에 제시되어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따라서 H/W 교과과정에서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에 각각 개설된 위 교과목들의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 집단으로 간주하고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전검사는

이연구에참여한대상자들이위의교과목들에관련된기초적인내용으로평가한점수를근거로하였다.

H/W 교과과정에서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에 각각 개설된 위의 교과목들에서 실험처치 후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학업성취도 변화 여부를 알아 본 사후검사 결과는 Table 3.1과 같으며,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평균점수가높게나타났으므로두집단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에 각각 개설된 위의 교과목들에 대화식 교수법으로

강의함으로서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학업성취도에 대

한 사후검사는 1학년은 2012년 9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2학년은 2012년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

지이연구에참여한대상자들이교수-학습한프로그래밍평가점수를근거로하였다.

Table 3.1 Test results of 2012 o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for programming academic achievement

Grade Semester Type Group N Mean S.D. t-value p-value

Fresh. 2nd

Pre-test
Experimental group 40 36.650 13.125

0.475 0.635
Control group 40 35.325 11.750

Post-test
Experimental group 40 68.000 11.010

3.396 0.001
Control group 40 58.800 13.126

Soph. 1st
Pre-test

Experimental group 40 49.025 10.085
-0.971 0.334

Control group 40 51.275 10.631

Post-test
Experimental group 40 75.625 11.595

3.294 0.000
Control group 40 66.950 11.952

2012년 H/W 전공자 1,2학년들은 1학년 2학기에 C언어를 C프로그래밍 교과목으로 한 학기 강좌로

개설되어 각각 교육받았으나, 향후 1학년 1학기부터 위의 교과목을 두 학기 강좌로 개설하여 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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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설문지 결과 분석 내용은 다음 Table 3.2와 같다. Table 3.2에 의하면 강의

식 교수법으로 한 학기동안 수강한 통제집단 1,2학년들은 위의 교과목 추가 신설에 대한 희망도 변화추

이가 실험 전후 각각 2.5%, 5%로 증가하여 프로그래밍 관심도는 낮은 반면, 대화식 교수법으로 한 학기

동안 수강한 실험집단 1,2학년들은 각각 35%, 45%로 크게 증가했으므로 프로그래밍 관심도가 크게 향

상되었다고판단된다.

Table 3.2 Analysis results of 2012 on opening C programming course (units: frequency (%))

Grade Semester Group N Before Experiment After Experiment

Fresh. 2nd Experimental group 40 7 (17.5%) 21 (52.5%)

Control group 40 8 (20.0%) 9 (22.5%)

Soph. 1st
Experimental group 40 16 (40.0%) 34 (85.0%)

Control group 40 15 (37.5%) 17 (42.5%)

H/W 전공자 1,2학년들이 향후 C++, Java, C#, Visual Basic, PHP, JSP 등과 관련된 교과목 개

설을 희망하는가에 대한 설문지 결과 분석 내용은 다음 Table 3.3과 같다. Table 3.3에 의하면 강의식

교수법으로 한 학기동안 수강한 통제집단 1,2학년들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교과목 개설 희망도 변화추

이가 실험 전후 거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분야의 관심도는 낮은 반면, 대화식 교수법으로

한 학기동안 수강한 실험집단 1,2학년들은 크게 증가했으므로 프로그래밍 분야의 관심도가 크게 향상되

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실험집단 2학년인 경우, 객체지향언어인 C++, Java와 웹프로그래밍인 PHP,

JSP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대화식 교수법의 학습효과가 있음이 파악되었고 프로그래밍 분

야로취업을할수있는가능성이다소높아졌다고판단된다.

Table 3.3 Analysis results of 2012 on opening various programming courses (units: frequency (%))

Grade Semester Group N Experiment C++ Java C# Visual Basic PHP JSP

Fresh. 2nd

Experimental
40

Before 4 (10%) 0 (0%) 0 (0%) 0 (0%) 0 (0%) 0 (0%)

group After 21 (52.4%) 7 (17.5%) 3 (7.5%) 0 (0%) 0 (0%) 0 (0%)

Control group 40
Before 5 (12.5%) 0 (0%) 0 (0%) 0 (0%) 0 (0%) 0 (0%)

After 6 (15%) 1 (2.5%) 0 (0%) 0 (0%) 0 (0%) 0 (0%)

Soph. 1st

Experimental
40

Before 17 (42.5%) 0 (0%) 0 (0%) 0 (0%) 0 (0%) 0 (0%)

group After 33 (82.5%) 10 (25%) 7 (17.5%) 0 (0%) 5 (12.5%) 5 (12.5%)

Control group 40
Before 16 (40%) 0 (0%) 0 (0%) 0 (0%) 0 (0%) 0 (0%)

After 18 (45%) 1 (2.5%) 0 (0%) 0 (0%) 0 (0%) 0 (0%)

H/W 전공자 1,2학년들이 프로그래밍 분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설문지 결과 분석 내용

은 다음 Table 3.4와 같다. Table 3.4에 의하면 강의식 교수법으로 수강한 통제집단 1,2학년들은 위 분

야의 취업 희망도 변화추이가 실험 전후 각각 한 학기동안 0%, 2.5%로 증가하여 위 분야의 취업 관심도

는 낮은 반면, 대화식 교수법으로 한 학기동안 수강한 실험집단 1,2학년들은 각각 17.5%, 20%로 크게

증가했으므로위분야의취업관심도가크게향상되었다고판단된다.

Table 3.4 Analysis results of 2012 on employment desire in programming fields (units: frequency (%))

Grade Semester Group N Before Experiment After Experiment

Fresh. 2nd Experimental group 40 2 (5.0%) 9 (22.5%)

Control group 40 3 (7.5%) 3 (7.5%)

Soph. 1st
Experimental group 40 6 (15.0%) 14 (35.0%)

Control group 40 4 (10.0%) 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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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13년 이후 H/W 교과과정에서의 프로그래밍 교육사례 연구내용

3.2.1. 연구 방법

본 절에서는 2013년 H/W 교과과정에서 1학년 1,2학기에 각각 개설된 C프로그래밍1,2 교과목에 위

에서 제시한 강의식 교수법과 대화식 교수법으로 두 학기 강좌 개설로 교수-학습함으로서, 첫째 연구 대

상학생들의학업성취도향상에효과가있는가를검증하고대화식교육효과를밝히고자한다.

둘째, C언어를두학기강좌로개설하는것이 3.1절에서실험한한학기강좌로개설하는것보다연구

대상학생들의학업성취도향상에효과가있는가를검증하고두학기강좌개설로인한교수-학습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단, 이 실험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2년간 동일한 교재로 교수 설계를 시행했고 학업

성취도를비교측정하기위해서동일한사후검사지를사용했다.

셋째, 1학기강좌인 C프로그래밍1의학업성취도가 2학기강좌인 C프로그래밍2의학업성취도에미치

는 효과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수법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 수준 및

학력격차의변화양상을살펴보는것이목적이다.

넷째, 위 교과목들을 통해 대화식 교수법으로 교수-학습을 실시함으로서,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선호

도 인식이 자발적으로 의식변화를 유도하여 위 분야의 취업률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가설을 중심

으로실험연구를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에 소재한 S 대학교 이공대학 H/W 분야의 E 학과를 선정하여 이 연구에 자발적

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 학생들로 1학년 80명을 구성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40명씩 각

각구분하였다. 실험집단에는대화식교수법으로, 통제집단에는강의식교수법으로각각시행했다.

이 연구는 총 세 단계로 진행하였고 실험집단의 처치일정 및 내용은 3.1.1 연구 방법과 동일한 방식대

로 실시하였다. 단, 이 실험은 연구 대상자의 학교 학사 일정에 의거하여 1학기는 2013년 3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2학기는 2013년 8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각총 15차시를처치하였다.

3.2.2. 연구 결과

2013년 H/W 교과과정에서 1학년 1,2학기에 각각 개설된 위의 교과목들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의 학업성취도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 결과는 Table 3.5에 제시되어 있으며 사전검사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으나 사후검사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1학년 1,2학기에 각각 개설된 위의 교과목

들에대화식교수법으로강의함으로서학습자의학업성취도향상에긍정적영향을주는것으로볼수있

다. 학업성취도에대한사전검사및사후검사는 3.1.2 연구결과와동일한방식대로실시하였다.

특히 C언어를 한 학기 강좌 (2012년 1학년 2학기)와 두 학기 강좌 (2013년 1학년 1,2학기)로 개설하

여 각각 강의한 경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학업성취도 사후검사 결과는 Table 3.6에 제시되어 있으

며 통제집단의 사후검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실험집단의 사후검사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 이 실험의 학업성취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2년간 동일한 사후검사지를

사용했다.

이에 따른 교육격차 추이분석을 탐색해보면, 첫째, Table 3.5에서 1,2학기 학업성취도를 비교해 볼

때, 1학기 대화식 교수법과 강의식 교수법으로 각각 강의를 받은 학생들의 평균성적 차이는 10.387점이

었으나, 2학기에는 평균성적 차이가 14.95점으로서, 1,2학기 학력 격차의 변화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

는것으로분석되었다.

둘째, Table 3.6에서 2년간 동일한 사후검사지를 근거로 비교해 볼 때, 강의식 교수법을 활용하여 한

학기 강좌 (2012년 1학년 2학기)와 두 학기 강좌 (2013년 1학년 1,2학기)로 개설하여 각각 강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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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학업성취도 차이는 3.35점이었으나, 대화식 교수법을 활용하여 강의한 경우의 학업성취도 차이는

10.1점으로서, 강좌개설수에의한학력격차의변화양상이더욱심화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셋째, 두 학기에 걸쳐 강의식 교수법으로 강의를 받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조금씩 증가한 것에 비

해 대화식 교수법으로 강의를 받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크게 증가했고 점차 향상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있었으므로, 이같은상황하에학력격차는향후 3년에걸쳐졸업때까지꾸준히유지된다면학력격

차의증가경향이더클것으로예측분석된다.

위의 교육격차 추이분석을 토대로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대화식 교수법이 학습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

인됐다.

Table 3.5 Test results of 2013 o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for programming academic achievement

Grade Semester Type Group N Mean S.D. t-value p-value

Fresh. 1st
Pre-test

Experimental group 40 36.850 12.419
-0.861 0.391

Control group 40 39.175 11.709

Post-test
Experimental group 40 69.387 14.423

2.711 0.008
Control group 40 59.000 19.468

Fresh. 2nd

Pre-test
Experimental group 40 43.450 15.692

1.535 0.128
Control group 40 37.525 18.680

Post-test
Experimental group 40 78.100 14.759

4.331 0.000
Control group 40 62.150 18.013

Table 3.6 Post-test results o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for programming academic achievement

Year Grade Semester Type Group N Mean S.D. t-value p-value

2012
Fresh. 2nd Post-test Experimental group

40 68.000 11.010
-3.469 0.000

2013 40 78.100 14.759

2012
Fresh. 2nd Post-test Control group

40 58.800 13.126
-0.950 0.344

2013 40 62.150 18.013

H/W 전공자 1학년들이향후 C++, Java, C#, Visual Basic, PHP, JSP 등과관련된교과목개설을

희망하는가에대한설문지결과분석내용은다음 Table 3.7과같다. Table 3.7에의하면강의식교수법

으로 1,2학기동안 수강한 통제집단 1학년들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교과목 개설 희망도 변화추이가 실험

전후 거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분야의 관심도는 낮은 반면, 대화식 교수법으로 1,2학기동

안 수강한 실험집단 1학년들은 크게 증가했으므로 프로그래밍 분야의 관심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판단

된다. 특히실험집단 1학년인경우, H/W 2학년교과과정에서학습할객체지향언어인 C++과 Java에

대한선행학습의기회를제공했다고판단된다.

Table 3.7 Analysis results of 2013 on opening various programming courses (units: frequency (%))

Grade Semester Group N Experiment C++ Java C# Visual Basic PHP JSP

Fresh. 1st

Experimental
40

Before 1 (2.5%) 0 (0%) 0 (0%) 0 (0%) 0 (0%) 0 (0%)

group After 10 (25%) 3 (7.5%) 0 (0%) 0 (0%) 0 (0%) 0 (0%)

Control group 40
Before 1 (2.5%) 0 (0%) 0 (0%) 0 (0%) 0 (0%) 0 (0%)

After 2 (5%) 0 (0%) 0 (0%) 0 (0%) 0 (0%) 0 (0%)

Fresh. 2nd

Experimental
40

Before 11 (27.5%) 3 (7.5%) 0 (0%) 0 (0%) 0 (0%) 0 (0%)

group After 29 (72.5%) 8 (20%) 4 (10%) 0 (0%) 1 (2.5%) 1 (2.5%)

Control group 40
Before 4 (10%) 0 (0%) 0 (0%) 0 (0%) 0 (0%) 0 (0%)

After 4 (10%) 0 (0%) 0 (0%) 0 (0%) 0 (0%) 0 (0%)

H/W 전공자 1학년들이 프로그래밍 분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설문지 결과 분석 내용은

다음 Table 3.8과 같다. Table 3.8에 의하면 강의식 교수법으로 수강한 통제집단 1학년들은 위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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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희망도 변화추이가 실험 전후 두 학기동안 2.5%로 증가하여 위 분야의 취업 관심도는 낮은 반면,

대화식 교수법으로 두 학기동안 수강한 실험집단 1학년들은 25%로 크게 증가했으므로 위 분야의 취업

관심도가크게향상되었다고판단된다.

Table 3.8 Analysis results of 2013 on employment desire in programming fields (units: frequency (%))

Grade Semester Group N Before Experiment After Experiment

Fresh. 1st
Experimental group 40 3 (7.5%) 6 (15%)

Control group 40 2 (5%) 2 (5%)

Fresh. 2nd Experimental group 40 7 (17.5%) 13 (32.5%)

Control group 40 2 (5%) 3 (7.5%)

특히 위에서 제시된 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두 학기동안의 학업성취도 및 학력 격차, 다양한

프로그래밍 교과목 개설 및 위 분야의 취업 희망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대화식 교수법과 강의식 교

수법으로강의를받은학생들의성취수준격차뿐만아니라프로그래밍분야에대한관심도의차이는존

재하고특히그격차는지속적으로커지고있는상황이기에이부분은개선해야할점이라고사료된다.

H/W 1학년 교과과정에서 C프로그래밍1 교과목의 학업성취도 (이하 C programming1로 지칭함)가

C프로그래밍2 교과목의 학업성취도 (이하 C programming2로 지칭함)에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1,2학기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후검사를 이용하여 회귀분석

을해보았다.

Table 3.9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 검사에서 C programming1이 C programming2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C programming1이 C programming2를 각각 92.9%,

83.6% 정도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 검사에서 추정된 회귀식은

다음과같다.

실험집단: C programming2 = −9.762 + 1.292× C programming1

통제집단: C programming2 = −11.662 + 1.255× C programming1

Table 3.9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n academic achievement for post-tests

Group Model Coefficient S.E. t-value p-value

Experimental group

Constant -9.762 3.986 -2.448 0.019

C programming1 1.292 0.057 22.317 0.000

R2= 0.929, F=498.067, p=0.000

Control group

Constant -11.662 5.414 -2.153 0.037

C programming1 1.255 0.0899 0.0899 0.000

R2=0.836, F=194.874, p=0.000

이상에기초하여, 2학기 C프로그래밍2 교과목의학업성취도향상에는 1학기 C프로그래밍1 교과목에

서 습득한 학습능력이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볼 때, 저학년 때부터 프

로그래밍의 성적 우수자는 높은 성취도가 변화 없이 유지되어 탁월한 실력과 자질을 겸비한 프로그래밍

능력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반면에 성적이 저조한 학습자는 낮은 성취도가 계속 지속되어,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 학력격차가 점차 증가하여 흥미를 잃고 포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파악된

다. 특히 프로그래밍 교과목은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만큼 저학년 때부터 대화식 교수법으로 문제

해결력의신장을도모해야한다고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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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H/W 전공자 4학년의 프로그래밍 교육사례 연구내용

3.3.1. 연구 방법

본절에서는 H/W 교과과정에서 4학년졸업예정자들에게 C언어프로그래밍교과목에위에서제시한

대화식 교수법과 팀 프로젝트식 교수법으로 한 학기 강좌 개설로 교수-학습함으로서, 연구 대상 학생들

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고 그 교육효과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H/W 분

야의 4학년 연구 대상 학생들은 대화식 교수법보다 팀 프로젝트식 교수법으로 학습할 경우에 학업성취

도가높다는것을보이고자한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에 소재한 S 대학교 이공대학 H/W 분야의 E 학과를 선정하여 이 연구에 자발

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 학생들로 4학년 40명을 구성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20명씩

각각 구분하였다. 실험집단에는 팀 프로젝트 교수법으로, 통제집단에는 대화식 교수법으로 각각 시행했

다.

이 연구는 총 세 단계로 진행하였고 실험집단의 처치일정 및 내용은 3.1.1 연구방법과 동일한 방식대

로 실시하였다. 단, 이 실험은 연구 대상자의 학교 학사 일정에 의거하여 2013년 3월 4일부터 6월 14일

까지총 15차시를처치하였다.

3.3.2. 연구 결과

H/W 교과과정에서 4학년에개설된위의교과목에대한실험집단과통제집단의학업성취도사전검사

및사후검사결과는 Table 3.10에제시되어있으며사전검사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었으나, 사

후 검사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4학년에 개설된 위의 교과목에 팀 프로젝트 식 교수법이 학습자

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전 검사 및 사후 검

사는 3.1.2 연구결과와동일한방식대로실시하였다.

특히대화식교수법으로강의를받은 4학년학생들의학업성취도보다팀프로젝트식교수법으로강의

를 받은 4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팀 프로젝트식 교수법은 팀 구성원들

과 조직적이고 협동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서 지식을 공유하고 극대화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고, 둘째, 취업 전에 산업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IT 기술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학습하고 신기술을 습득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교육효과가 높다고 판단된

다. 즉 저학년일 경우 대화식 교수법이 프로그래밍 교육효과가 높지만 고학년일 경우 팀 프로젝트식 교

수법이더교육적으로효과적임을파악했다.

Table 3.10 Test results of seniors o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for programming academic achievement

Grade Semester Type Group N Mean S.D. t-value p-value

Senior 1st
Pre-test

Experimental group 20 42.800 19.005
-0.414 0.680

Control group 20 45.100 15.937

Post-test
Experimental group 20 79.550 13.196

2.230 0.031
Control group 20 68.700 17.299

H/W 전공자 4학년들이 향후 C++, Java, C#, Visual Basic, PHP, JSP 등과 관련된 교과목 개설

을 희망하는가에 대한 설문지 결과 분석 내용은 다음 Table 3.11과 같다. Table 3.11에 의하면 대화식

교수법으로 한 학기동안 수강한 통제집단 4학년들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교과목 개설 희망도 변화추이가

실험 전후 격차가 발생했으나, 그 차이는 팀 프로젝트식 교수법에 의한 격차보다 작으므로 팀 프로젝트

식교수법이대화식교수법보다위분야의관심도증대효과가있다고판단된다.



510 Seung-Woo Lee

특히 실험집단 4학년인 경우, 객체지향언어인 Java에 비해 닷넷언어인 C#과 웹프로그래밍인 PHP,

JSP의관심도가크게증가했기때문에웹관련직종뿐만아니라모바일및윈도우관련개발직종까지취

업가능성이다소높아졌다고판단된다.

Table 3.11 Analysis results of seniors on opening various programming courses (units: frequency (%))

Grade Semester Group N Experiment C++ Java C# Visual Basic PHP JSP

Senior 1st

Experimental
20

Before 20 (100%) 5 (25%) 0 (0%) 0 (0%) 3 (15%) 3 (15%)

group After 20 (100%) 15 (75%) 12 (60%) 0 (0%) 11 (55%) 11 (55%)

Control group 20
Before 20 (100%) 4 (20%) 0 (0%) 0 (0%) 2 (10%) 2 (10%)

After 20 (100%) 12 (60%) 4 (20%) 0 (0%) 6 (30%) 4 (20%)

H/W 전공자 4학년들이 프로그래밍 분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설문지 결과 분석 내용은

다음 Table 3.12과 같다. Table 3.12에 의하면 대화식 교수법으로 한 학기동안 수강한 통제집단 4학년

들은 위 분야의 취업 희망도 변화추이가 실험 전후 격차가 30% 발생했으나, 그 차이는 팀 프로젝트식

교수법에의한격차 70%보다작으므로팀프로젝트식교수법이대화식교수법보다위분야의취업증대

효과가있다고판단된다.

Table 3.12 Analysis results of seniors on employment desire in programming fields (units: frequency (%))

Grade Semester Group N Before Experiment After Experiment

Senior 1st
Experimental group 20 4 (20%) 18 (90%)

Control group 20 3 (15%) 9 (45%)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향후 프로그래밍 교과목의 교수와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사례와 설문

조사를실시하고통계적으로분석하여바람직한프로그래밍교육의한방법을제시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저학년인 경우, 프로그래밍 교수-학습을 대화식 교수법으

로 강의를 하고 고학년인 경우, 팀 프로젝트식 교수법으로 강의한 결과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음을 파

악했다. 특히 바람직한 프로그래밍 교수법으로는 첫째, 저학년인 경우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질의응답과

토론을 활용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방안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둘

째, 고학년인경우, 교수자는팀프로젝트운영을통하여연구개발수행능력을배양토록진행해야하며,

이를 위하여 학습자의 프로그래밍의 능력을 양성시키기 위한 교수자의 자질을 겸비해야 하고 팀 프로젝

트 교재 개발에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더욱이 프로그래밍 교과목은 전공 선수교과목

으로서저학년때흥미를상실하면도태되어그학문뿐만아니라그와연계된학문자체도포기하는특성

이 강하기 때문에 위의 교과목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특성화 교육을 제공해야하며, 그에 따른 교수자의

교육방법개선이필요한시점에처해있다.

그리고 S 대학교의 H/W 분야의 E 학과의 2012년 취업률은 63.5%이며 그 중에서 프로그래밍 관련

취업률은 3.8%인 반면에, 2013년 취업률 자체조사에 의하면 졸업예정자의 취업률은 72.2%이며 그 중

에서 프로그래밍 관련 취업률은 11.1%∼13.8%이기 때문에 다소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본 연구의 교

수-학습방안에타당성이있다고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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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academic achievement of H/W majors.

Firstly, this paper proposes the educational case study that develops the learner’s

ability, increases the interest in the unfavorable programming fields for the H/Wmajors,

and plans to raise employment rate of programming. Secondly, this paper presents the

future teaching method on programming driving improvement for the employment rate

on the basis of the department’s special characteristics and the actual circumstances

in the field of the H/W. Lastly, this paper suggests the promising pedagogical method

for educating programming by using a survey and the case studies.

Keywords: Academic achievement, improvement for employment rate, programming,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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