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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IC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echnology that supports the modern society. 

As the ICT rises, the needs of the nurturing talents, who can develop a service or hardware on the basis of the humanities increases. 
As a result, teaching programming skills to students study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are essential. Also, it is important to train 
students studying science and engineering to write their thoughts logically. In order to serve these students, we introduce a pedagogy 
for computer programming using programming essay. Since a program is a sequence of the operations based on the programmer’s
logical thinking, programming can be considered as describing programmer’s logic in the proper order using programming syntax. In 
this research, we train students to describe their logic using natural language. Students write down their  essays for a given programming 
problems. Also, we introduce a pedagogy guideline using programming e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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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미래 사회의 수요는 인문·사회적 감성

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빠른 시간 내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학적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이

를 시간 내에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따라서 인문·사

회적 소양과 공학적 소양을 동시에 함양하는 인재양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김지은, 2014). 인문과 기술의 융합이란 시대 

흐름에 따라 미래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공학 

계열의 학생의 인문사회학적 소양 함양과 인문사회 계열의 학

생의 공학적 소양 함양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가 사회의 핵심 기

술로 대두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에 대한 관

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기초 프로그래밍 교육에서부터 심화 프

로그래밍 교육에 이르기까지 인문·사회 및 이·공학 계열 학생

의 구분 없이 프로그래밍 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

황이다. 이와 같은 인문·사회과학적 소양 및 이·공학적 소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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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프로그래밍 소양을 함양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한동대

학교에서는 인문·사회과학계열, 이·공학계열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전교생 프로그래밍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동대학교의 

대학생들을 무학과 무전공으로 입학하여 1학년 과정에서 자신

의 적성을 탐색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리고 2학년 시기부터 자신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유로

운 전공변경 제도를 지원하여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 전공과 

이·공학 전공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 속에서 한 강의실에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과 자

연계열 학생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인문·사회과학계열의 학생그

룹과 이·공학계열의 학생그룹에게 프로그래밍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

래밍 교육 및 교수법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학생에게는 전산학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를 

키워 ICT 개발 소양을 갖추고 이·공학계열 학생에게 글쓰기 능

력을 함양시키는 에세이 기반 프로그래밍 교수법에 대하여 제

시하고자 한다.  

2. 프로그래밍 언어 및 프로그래밍 교육

프로그래밍 언어는 1950년대 FORTRAN으로부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컴퓨터를 제어하고 계산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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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Backus 

et al., 1957). 현재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프로그래밍 환

경 또한 제시되어 있지만, 프로그래밍이란 프로그래머의 생각

과 의도대로 디지털 컴퓨터를 제어하고 동작시키기 위한 일련

의 명령을 정형적인 형태로 기술하는 과정이다.  Dijkstra는 프

로그래밍 언어가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을 형식화하여 이

를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고, 모호함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정의하였다(Dijkstra, 1976). 또한, 프로그래밍 언

어를 통하여 형식화된 정확한 알고리즘은 간결하고 모호함이 

없으며, 수학적인 대상으로 삼아 연구할 수 있으며 더 나가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결과물인 프로그램의 수행에 대한 효율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

의 역할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을 받는 학생은 다음

과 같은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1) 프로그래머의 생각을 알고리즘화하는 능력

(2) 알고리즘을 모호함이 없이 정확하게 형식화하는 능력

(3) 알고리즘을 형식화하는 과정에서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기술하는 능력

프로그래머의 생각을 알고리즘화하는 능력이란 프로그래머

의 의도대로 디지털 컴퓨터가 계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련의 명령들을 정리하는 능력이다. 즉, 알고리즘의 정

확성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생각을 알고리즘화하기 위하여 사

용되는 연습 수단으로 순서도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수법이 

제시된 바 있다(최성권 외, 2002; 오경숙 외, 2009). 

두 번째 알고리즘을 모호함 없이 정확하게 형식화하는 능력

은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프로그래머의 의도를 디지

털 컴퓨터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과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하며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

능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능력은 일반적인 프

로그래밍 언어 수업에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조건문, 반복문 등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한 문법체계를 학습하고, 필

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기법을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을 형식화하는 과정에서 간결하고 효율

적으로 기술함은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다. 프로그

래머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복잡도에 따라 프로그래머가 기대하는 시간 내에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Cormen, 2009). 이와 같은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

한 알고리즘 중에서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이 알고

리즘을 구현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프로그래밍 교육 콘텐츠의 요구사항과 별도로 프로그래밍 교

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그 자

체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강대기, 2012). 

또한 프로그래밍 능력 개발의 목적으로서 취업 위주의 프로그

래밍 언어 습득이 위주가 되고 있어 앞서 제시한 프로그래밍 

능력을 함양하기 보다는 어플리케이션 특화된 프로그래밍 언

어를 습득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교육 방법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

기 위하여 프로젝트에 의한 학습을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교육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채수진 외, 2005).

앞서 언급한 프로그래밍 교육 콘텐츠의 요구사항과 프로그래

밍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래

밍 에세이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수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래밍 에세이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수법은 문과와 이공학 계열의 학생들의 친숙한 학습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문과 계열 학생에게 친숙한 글

쓰기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수법이다. 글쓰기 과정을 프로그

래밍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래밍 교수법은 인문·사회과학계열의 

학생들에게 친숙한 학습 방법을 통하여 프로그래밍 과정을 학

습하게 하며 이·공학계열의 학생들에게는 글쓰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래밍 교수법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프로그래밍 에세

이에 대한 정의와 에세이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육에 대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에세이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육 운영사

례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프로그래밍 에세이와 프로그래밍 교육법

1. 프로그래밍 에세이

프로그래밍 에세이는 프로그래머의 생각과 의도를 명시적으

로 나타나지 않는 형식화하는 과정을 글로써 명시적으로 나타

내는 것으로 에세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의 논리적 

흐름 전개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Fig. 1은 학습

자의 개념을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 1 Procedure of programming between human and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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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의 그림에서와 같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기

계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의

미(Semantics)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형태

(Syntax)로 표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학습자의 의미

는 ‘무엇’을 수행할 것인가를 나타내며 학습자의 의미를 ‘어떻

게’ 구현할 것인지를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의도를 디지털 컴퓨터(기계)가 수행할 수 있도

록 명령들을 파악하고 각 명령을 논리적으로 배치하는 과정으

로 프로그래밍을 정의할 수 있다. 이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학

습자가 프로그래밍을 수행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프

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프로그램의 목적을 표현함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없도록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구체화된 의도를 정확한 컴퓨터 명령으로 변환하고 이

를 배치하는 연습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은 실제 일반적인 

글을 작성하기 이전에 개요를 잡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글

을 작성하는 과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프로그래밍 에세이 작

성을 프로그래밍 교육의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음은 프로그래밍 에세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네 가지 원칙

들이다. 

(1) 프로그래밍 논리의 완전성 

(2) 프로그래밍 논리의 순차성 

(3) 프로그램 기능의 정확성

(4) 프로그래밍 에세이의 일관성

첫 번째, 프로그래밍 논리의 완전성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에세이의 내용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를 모두 포함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sin, cos 값을 출

력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래밍 에세이를 작성한다고 가

정하였을 때 “sin, cos 값을 계산하여 출력한다.”와 같이 추상

적으로 기능 구현을 기술할 수 있지만, “math.h에 정의되어 있

는 sin 함수와 cos 함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계산된 값을 

stdio.h에 정의되어 있는 printf 함수를 사용하여 화면에 출력

한다.”와 같이 sin, cos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모든 정보

를 포함하도록 프로그래밍 에세이를 작성해야 한다. 두 번째, 

프로그래밍 논리의 순차성이란 프로그래밍 에세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논리의 흐름이 일관된 순서로 나타나야 함을 의미한

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정의 함

수의 선언과 해당 함수의 호출에 있어서 사용자 정의 함수의 

선언이 호출에 선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 프로그램 기능의 정

확성은 프로그램의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을 기술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기술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계산을 수행하기 위하

여 요구되는 헤더 파일, 함수명 등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에세이의 일관성이란 사용자 

정의 변수, 함수 등 앞서 사용자가 언급하고 사용한 용어에 대

해서 일관되게 프로그래밍 에세이 상에 기술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2. 에세이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육법

앞서 정의한 프로그래밍 에세이는 프로그래머의 의도를 구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함에 있어서 프로그래머의 논리적 흐름

을 명시적으로 기술함으로써 학습자의 논리적인 사고를 배양

하고, 학습자에게 논리적 사고의 흐름에 대한 피드백을 줌으로

써 학습자의 프로그래밍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는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을 위하여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념 또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주제를 파악한 후 해당 주

제에 대한 프로그래밍 에세이를 작성하게 하는 교육 방법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다음 Fig. 2는 프로그래밍 에세이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육하는 절차에 대하여 도시한 것이다. 

프로그래밍 에세이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육은 1단계로 훈

련 과정에서 시작한다. 훈련 과정은 요구사항이 기술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문제들을 소개하고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

로그램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 또한 해당 소스코드에 대한 프

로그래밍 에세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요구사항과 소스

코드, 프로그래밍 에세이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때 학습자들은 제공된 프로그래밍 에세이를 분석하는 과제를 

통하여 앞서 제시한 프로그래밍 에세이의 완전성, 순차성, 정

확성, 일관성을 경험한다. 프로그래밍 에세이를 활용한 교육법

의 2단계로 학습자들에게 프로그램의 요구사항과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프로그래밍 에

세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별개로 간단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스 코드를 제공하여 반복적으로 프로그래밍 에세이 

Fig. 2 Programming practice using programming e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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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을 연습시킴으로써 학습자가 프로그래밍 에세이를 작성하

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다양한 응용을 토대로 학습자에게 

프로그래밍 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프로

그램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래밍 에세

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래밍 에세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작성하도록 훈련을 하며, 궁극적으로 프

로그램의 요구사항으로부터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훈련시킨다.

Ⅲ. 프로그래밍 에세이 운영사례 소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그래밍 에세이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육은 한동대학교의 2015년도 2학기 C++ 프로그래밍 수업 

2분반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다. 

Table 1은 해당 수업의 구성을 나타낸다. C++ 프로그래밍 

수업은 약 46%가 인문계열 학생들이고 54%가 자연계열 고등

학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위하여 앞서 제안한 프

로그래밍 에세이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수법을 적용하여 수

업을 진행하였으며, 인문 계열과 자연계열의 학생이 모두 익숙

한 원주율을 계산하는 개념을 Fig. 3과 같이 제시하였다. 

Table 1 Personal organization of C++ programming course 
in 2015

유형  구분
명 %

1분반 2분반 1분반 2분반

고교 
계열

인문 23 25 35.9 42.4

자연 33 32 51.6 54.2

예체능 0 0 0.0 0.0

해당 없음 3 2 4.7 3.4

Fig. 3 Calculating Pi using Monte Carlo method

원주율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한 몬테칼로 방법은 확률을 기

반으로 원주율을 구하는 방식으로 random함수를 사용하는 방

법과 조건문, 반복문, 형 변환 등 프로그래밍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모두 포함한 예제이다. 

Fig. 4와 Fig. 5는 프로그래밍 에세이 문제와 모범 답안이다. 

해당 프로그래밍 에세이는 학습자들에게 최초로 제시된 프로

그래밍 에세이로 학습자들이 제시된 에세이를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래밍 에세이에게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

생들의 개념 형성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문제를 중간

고사 시험문제로 출제하여 프로그래밍 에세이의 결과를 분석

하였다. 

다음 Table 2는 몬테칼로 방법을 활용한 원주율 계산 프로

그램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들 중 자연계열, 인문계열 학생을 각각 뽑아 분석한 자료

다. Table 2의 결과에서 볼 때 문과 계열의 학생들의 프로그래

밍 에세이에서는 몬테칼로 방법을 사용한 원주율 계산 프로그

램을 개발하기 위한 개념이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다음 프로그램은 난수값을 사용하여 원주율을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으로 난수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정확성이 높아지는 프로

그램이다. 이때 프로그램 내에서 난수의 수를 정하여 원주율을 계

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과 그 정사각형 안에 접하는 반지름이 1인 중심각 90도인 부채꼴

이 주어졌을 때 부채꼴 안에 들어있는 점의 수와 정사각형 안에 

있는 점의 수의 비를 사용하여 원주율을 구한다. 다음과 같이 프로

그램 소스코드가 주어졌을 때 다음 코드를 설명하는 에세이를 작

성하라.

Fig. 4 Programming essay topic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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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프로그램은 난수를 생성하여 원주율을 구하고, 화면에 출력하

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먼저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과 난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라이브러리인 iostream과 random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처리기 문인 #include 문을 사용하여 

화면에 출력한다. 또한 난수의 개수 변경할 수 있도록 #define 

RANOM_NUM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내에서 난수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main 함수가 있어야 하고, 

중간 계산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int main 함수가 정의되어 있으며 그 안에 중간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생성되도록 double x, double y라는 변수를 선언한다. 이는 

반지름이 1인 부채꼴 안에 점을 표현하기 위하여 x 좌표와 y 좌표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총 생성된 좌표 개수 중에 부채꼴 안에 점이 몇 

개나 들어가 있는 지 이를 세고, 중간 값을 저장하기 위하여 정수형의 

in_point 변수를 선언한다. 

이후 RANDOM_NUM 만큼 좌표를 생성하기 위하여 반복문인 for문

을 사용하여 총 RANDOM_NUM 개수만큼 좌표가 생성될 수 있게 

한다. 또한, x 좌표, y 좌표가 난수 값으로 생성되게 하기 위하여 random 

라이브러리에 있는 rand 함수를 사용하여 난수를 생성하고, 

RAND_MAX로 나누어 1이하의 난수 값이 나오도록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C++에서 int형은 소수점 이하의 값을 저장하지 못하므로 

double형으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부채꼴 안에 점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x2+y2<=1의 

공식을 사용하여 점이 들어가 있는 지 보기 위하여 조건문인 if문을 

사용한다. if 문은 발생된 난수 값에 따라 x2+y2<=1공식을 만족하면 

in_point의 값을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값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RANDOM_NUM개 만큼의 난수 값이 생성되고 나면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하여 std::cout 객체를 사용하여 화면

에 출력한다. std::cout은 iostream에 선언되어 있으며 화면에 결과

를 출력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원주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채꼴 

안에 들어가 있는 점의 개수와 발생한 총 점의 개수의 비를 구하면 

되지만, 부채꼴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이 비에 4를 곱하여 원주율을 

구한다. 

Fig. 5 Programming essay example

이 후 반복적인 프로그래밍 에세이를 활용한 교육 방법을 사

용하고 난 뒤 기말고사에서 출제한 에세이 문제에 대하여 해당 

학생들의 결과는 각각 14/15, 14/15, 12/15를 통하여 프로그

래밍 개념 형성에 도움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Table 

3은 C++ 프로그래밍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래

밍 에세이가 프로그래밍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 두 번에 걸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각각 88.8%와 

82.8%로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Table 2 Analysis of programming essay

 항목
이과

(전산 심화)

문과
(전산+창업)

문과
(전산+경영)

라이브러리활용 O O O

#define O O X

main O X X

x, y선언 O O O

in_point 선언 및 
초기화

O O X

for문 O O O

rand() O O O

RAND_MAX 정의 
및 활용

O O X

(double) 형변환 O X X

x2+y2 <= 1 O O O

if문 O X O

in_point++ O O O

std::cout O O O

(double) 형변환 O X X

최종값 처리 O X X

합계 15/15 10/15 8/15

Ⅳ. 결론 및 제언

사회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비추어 볼 때 미래 사회의 수요

를 감당할 공학도 양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발맞추

어 사회 전반에 ICT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공학 계열의 학생뿐만 아

니라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래밍 교육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공학 계열의 학생 역시 

인문학적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융합적 인재 양성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과 자연계열의 학생으

로 구성되어 있는 학생 그룹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을 수행하는 

방안으로 프로그래밍 에세이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수법과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다. 프로그래밍 에세이를 활용한 프로그

래밍 교수법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논

리적 사고의 흐름을 자연어로 기술하여 학생의 논리적 사고를 

배양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수행하고, 이

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모르고 있는 부분, 모호한 개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법이다. 이는 프로그래밍 교육에 

있어서 기초적인 논리적 사고를 배양한다는 측면에서 알고리

즘 교육과 유사하다. 하지만, 작성하려는 프로그램의 동작에 

대해서 이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옮기기 전에 에세이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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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입문자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목

록, 변수의 선언, 함수명 등을 식별하고, 이를 활용하여  프로

그램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입문자를 위한 교수법으

로서 차이점이 있다.    

프로그래밍 에세이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프로그래밍 에세이를 채점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이다. 실제 130명 이상이 수강한 프로그래밍 강의

에서 프로그래밍 에세이의 첨삭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수반하

는 과정으로 프로그래밍 에세이를 프로그래밍 교육 수업에 적

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채점 기준과 채점 방안에 대

한 연구와 ICT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또한, 공학적 수치해석법 등 공학적 사고를 프로그래

밍으로 표현하는 교과목의 에세이 활용 연구에 대한 추가 연구

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2014년도 교육부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 

일환으로 한동대학교 교육개발센터를 통해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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