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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컴퓨터 저학년생의 문제 발견, 해결, 설계 능력 및 창의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는 2007년부터 2학년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융합 창의설계’ 교과목을 운영해 

왔다 (임철일 외, 2011; 박현석, 2009). 본 과목은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을 기반으로 (Grady et al., 1999) 창의 설계 

수업을 진행하면서 소프트웨어 융합 설계의 기초적인 방법론을 기반

한 다양한 실습과 팀 프로젝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UML은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들을 제시함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산출물들을 시각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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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 전문가들이 사용하

는 필수적인 모델링 언어이다. 

반면, UML은 시스템 디자인을 설명하고 아이디어를 여러 측면

에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측면이 있는 시각적 언어이기 때문에 

컴퓨터 전공 저학년 학습자가 사용하기에도 유용할 수 있다 (홍선

학, 2008; Koppelman, 2008; Larman, 2012; Schramm et al, 

2012). 컴퓨터 초보자들에게 기초 프로그래밍 교육을 진행하기 

전, UML을 활용한다면, 전문적인 프로그래밍을 알지 못해도 설계

의 다양한 측면을 생각해 보면서 소프트웨어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창의설계 수업에서도 학습자들이 팀별 

최종 설계 프로젝트를 통해 UML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설계 

도면을 작성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기본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 졌다.

국외에서는 UML을 활용한 문제 해결 방법의 창의적 교육

(Larman, 2012), 컴퓨터 초보자 교육(Moor & Dee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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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valuate the suitability of UML (Unified Modelling Language) in terms of educating novice software engineers, we have conducted 
a survey study with 102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a mandatory course for sophomores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depart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UML 1) has high satisfaction rate among software novices as an education material, 2) improves computational 
think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and 3) increases the efficacy of learning when the education program is implemented in the order 
of UML, programming practice, and physical computing. This paper suggests the applicability of UML as a new education paradigm 
in softwar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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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Dranidis, 2007; Turner et al., 

2005) 등에 관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미흡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개념만 경험해 본 학

부 저학년생들에게 본 과목에서 다루는 UML이 과연 적합한 학

습도구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2019년 1학기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102명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UML 수

업 후 느꼈던 컴퓨팅 사고력 효과에 대한 설문을 통해 컴퓨터 

초보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 UML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효과적 학습을 위한 UML, 프

로그래밍 언어, 피지컬 컴퓨팅 간의 학습 순서를 제안하고, 초

보자 교육에 있어서의 UML의 적합성 및 새로운 소프트웨어 

교육의 패러다임을 논하고자 한다.

II. 소프트웨어 융합 창의 설계 교과목 개요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는 2학년 학부생을 대상으

로 한 ‘소프트웨어 융합 창의설계’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본 

과목은 UML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지는 창의 설계 수업으로, 

소프트웨어 융합 설계의 기초적인 방법론을 직접 가르치는 것

이 아닌 문제 중심 학습방식(Problem-Based Learning)을 기

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팀 프로젝트 실습을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학습자들 스스로 이해·해결하도록 하였다. 

1. 소프트웨어융합 창의설계 교과목 목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창의 설계수업은 학습자들에

게 소프트웨어 모델링을 통한 창의적인 능력 향상과 UML을 

통한 객체 지향 설계 방법을 학습한다. 이때, 이 과목에서 진행

하는 UML 다이어그램은 단순하게 개념이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학습자 개인의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측면

에서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학습목표로 운영되어 졌다.

소프트웨어융합 창의설계 교과목의 첫 2주간은 창의설계 교

과목의 개요 및 컴퓨터 공학적 문제해결에 대한 문제 기술방법 

및 수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초지식을 조사한다. 기말프로젝

트 주제로는 Fig. 1과 같이, 이화여대 캠퍼스 환경 개선이나 교

육체계 등 관련 자유 주제의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3주차∼8주차 간 학습자들은 UML 소개 및 다양한 다이어

그램 학습 통한 팀별 활동을 진행하며, 각 팀별 프로젝트 아이

디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주 학습활동이 주어졌으며, 

문제 중심 학습 방식에 따라 팀별 학습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연

스럽게 UML의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Fig. 1 최종 팀 프로젝트 주제 설정을 위한 안내

Table 1 교과목 설계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교과목명 컴퓨터공학기초설계

담당교수 박현석

설계프로젝트명 이화 캠퍼스 개선 프로젝트

수행기간 3주∼16주

1. 설계 프로젝트 수행목적

컴퓨터공학에 대한 창의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룹프로젝트의 수행
경험을 쌓는다.

2. 설계 목표(또는 설계 프로젝트 주제 선정 범위

제시된 소주제 범위 내에서, IT 기술을 이화여대 캠퍼스에 적용하되, 기
술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현가능한 기술로 선정한다.

3. 설계 구성요소

설계목표설정
(고객수요파악, 

제품사양결정, 

품질기능전개, 

문제의정의, 

열린문제)

고객은 이화여대 교수, 또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제품사양은 크게 웹 응용 프로젝트, 

임베디드 시스템 활용, 일반 응용 인지 등을 설정하
게 하였음. 다양한 컴퓨터공학 기술을 응용하여 이화
여대 캠퍼스나 교육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

합성
(개념 설계,

상세설계,

산업디자인)

UML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설계의 개념을 익히고, 

usecase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반복적으
로 수정해 나가고, 상세한 설계도를 그려나가는 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개념설계, 상세설계의 개념을 익히
도록 하였으며,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의 기본개념을 익히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개념을 심어줌.

분석, 스케치
모델링, CAE,

경제적 분석

평가항목에 실현 가능성 등을 두고 있음. 제안한 주
제연구에 대해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였으
며, 비용 등을 산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였음. 

비쥬얼 모델링 툴로는 비쥬얼 패러다임를 사용하였
음. 다양한 프로젝트 관리도구 활용.

구현/제작
(모형제작,

시작품제작)

구현/제작품은 최종 보고서, 포스터, 및 UML 소프트
웨어 설계도에 기반하여 자동 생성된 기본 코드라고 
가정함.

시험평가
(모형평가,

시제품 성능
시험)

컴퓨터공학과인 점을 감안하면, 시제품은 프로그래밍 
코드형태일 것이며, 구현된 작품에 한해서만 모의 평
가나 시제품 성능시험을 할 것임. 본 과목에서 는 구
현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제품을 만들지 않
은 팀에 대해서는, UML을 사용하여 간단한 코드모
델만 생성하도록 하고, 시제품 성능은 UML 설계도
의 타당성에 기반해 평가할 것임.

기타 최종 시제품을 완성한 팀에 대해서는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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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10주차에서는 각 UML 다이어그램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고, UML과 자바(Java) 코드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학습활동을 진행하였다 (Georgantaki & Retails, 2007; 

Sedrakyan & Snoeck, 2015). 추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

고 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센서 등의 개념을 교육하기 위

하여 간단한 아두이노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다. 강

좌의 후반부에서는 각 팀별로 UML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아이

디어를 발표하도록 진행하였다. 팀 프로젝트의 경우 디자인, 

경제성 및 사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성능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프로젝트를 구성해 나가게 된다. 

Table 1과 같이, 기말 프로젝트 발표에는 현실적으로 제한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학습자들을 지도하였

다. 각 팀은 발표 후, 피드백을 반영하여 UML 설계 도면에 기

반한 팀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해당 교과

목의 최종 팀 프로젝트 평가의 경우, 학생들의 토론, 프로젝트 

참여율, 과제 제출 등 학생의 개별 평가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및 협업에 관한 평가도 진행하였다 (Utomo & Subhiyakto, 

2016).  

2. UML 다이어그램의 학습순서

UML은 아이디어를 다양한 측면에서 표현할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다이어그램을 제시함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에 UML을 사용하는 것은 이론적 개념 학습에 대한 이해

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고를 하기 전 모델링과 

관련된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 (권순각. 

김태석, 2001; Dranidis, 2007; Starrett, 2007). 

이러한 UML 다이어그램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초

보자들이 단계별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이어그램을 차례대로 

소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교과목인 ‘소프트웨어 융합 창

의설계’의 경우 각 UML 다이어그램의 분류에 있어 기초적인 

개념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Activity 

Diagram),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Usecase Diagram), 시퀀

스 다이어그램 (Sequence Diagram), 클래스 다이어그램 

(Class Diagram)을 기본적인 순서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학

습자들은 문제 중심 학습 방식이나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

요한 다이어그램을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Fig. 2는 3주차의 학습활동 예시를 보여 주고 있다. UML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 실례를 중심으로 플립트 러닝

(Flipped Learning) 형태의 자가학습을 하도록 학습활동이 주

어졌다.

Fig. 2 UML 습득을 위한 학습활동 예시

4주차 이후는,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부

터 우선적으로 학습이 진행되었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은 일

정한 시간 내에 프로세스가 병행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동시

성 작업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흔히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플

로우차트(flowchart)와 유사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이해도에 

있어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백승찬 외, 2016).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학습한 뒤,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강좌를 진행하였다.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의 경우, 시스템과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으로서, 사용자의 시

점에서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유즈케이스와 객체의 연관성, 사

건의 흐름을 도식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찬 . 윤청, 2016). 

이는 사용자가 개발을 요구한 시스템의 업무 프로세스의 개관

을 표현 하는데 사용되며, 시스템의 범위를 나타낸다. 이러한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사용자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생소할 

수 있으나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고, 특히 

프로그래밍 개념을 알지 못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

에 우선적으로 학습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는, 객체지향프로그래밍과 관련이 깊은 클래스 다이

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진행되어 졌다. 소프트웨어 모

델링은 구축할 소프트웨어를 ‘코딩’하기 이전에 추상적인 수준

으로 표현함으로써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보다 쉽게 시각화하

여 이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스

스로 찾아보면서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창의적 해결능력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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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할 수 있다 (Laman, 2012 ; 김영기 . 박성택, 2007). 이를 

위한 설계 수업은 시스템의 다양한 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UML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객체지향 설계 

표현방법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권순각, 2001).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구조를 클래스와 클래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객체 사

이의 메시지 및 상호작용을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낸 다이어그

램으로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객체들이 프로세스에 대하

여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다 (한정수 외, 

2014; Goaolla et al., 2007). 이 두 가지 다이어그램의 경우 기

초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이 포함되어 프로그래밍과 직

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학습을 진행하였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교육에 있어 UML의 적합성을 분

석하기 위하여, 먼저 UML에 대한 인식 및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조사는 UML 수업 

이수 후 UML의 인식조사, 다양한 수업방법(UML, 기초프로그

래밍, 피지컬컴퓨팅)에 대한 비교, 수업 후 UML에 대한 기대

사항 조사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UML을 활

용한 수업이 모두 끝나는 주차에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

후 검사의 경우 수업 후 UML의 인식 정도, UML과 기존 프로

그래밍 및 피지컬 컴퓨팅과의 적합성을 비교, 학습자들의 

UML 수업에 대한 다양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1. 연구대상 모집단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2학년 전

공필수로 2019년 1학기 개설된 ‘소프트웨어 융합 창의설계’해

당 교과목을 수강하는 102명의 학습자들을 설문조사의 대상으

로 하고 있다. 

Table 2 연구 집단의 프로그래밍 선수 과목 교육

소프트웨어교육 종류 비율

프로그래밍

C언어 41.4 %

자바 20.3 %

Python 36.2 %

기타 2.1 %

피지컬
컴퓨팅

아두이노 61.9 %

라즈베리파이 19 %

레고 마인드스톰 16.7 %

기타 2.4 %

Table  2의 통계와 같이, 연구집단의 프로그래밍 언어 영역 

교육은 C언어(41.4%), Python(36.2%), 자바 (20.3%) 이었으

며, 피지컬 컴퓨팅 영역에서는 아두이노(61.9%), 라즈베리파이

(19%) 등 순으로 많았다. 이를 통해 프로그래밍 영역의 선수 

과목 교육은 C언어, 피지컬 컴퓨팅 영역은 아두이노가 월등하

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초보자에게 있어 UML의 적합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UML 수업 후 인식 및 적합성, 기대사항을 조사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개발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UML의 

적합성의 영역의 경우 박효선(2016), 오미자(2017)의 설문도

구를 활용하였다 (박효선, 2016; 오미자, 2017). 

박효선(2016)의 경우와 같이, 학습자를 대상으로 팀프로젝트

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문제해결력, 협력적 자기효능

감, 인지된 성취도의 관계에 관한 문항들을 재구성하였다.

수업후 인식조사 및 UML 기대사항의 영역의 경우 오미자

(2017)의 프로그래밍 교육 인식조사 검사 도구를 참조하여, 학

생들의 프로그래밍 이전 경험. 프로그래밍 교육 후 필요성에 

대한 인식, 흥미향상, 사고력 향상, 성취도 향상의 효과에 관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오미자, 2017). 

Table 3 설문 문항 내용 구성

영역 세부영역 유형 문항

수업 후 
인식조사

UML 수업 후 만족도 객관 1

UML 수업 후 난이도 객관 1

난이도 선정에 관한 의견 서술 1

UML의 장단점 객관 2

UML 다이어그램의 어려움 객관 1

어려운 다이어그램에 관한 의견 서술 1

UML의 
적합성 비교

UML과 프로그래밍의 비교 리커트 5

UML과 피지컬 컴퓨팅의 비교 리커트 5

UML 

기대사항

UML이 초보자 수업에 있어서의 적절
성 여부

객관 1

적절성 여부에 관한 의견 서술 1

초보자에게 있어서 효과적인 학습의 순
서 의견

서술 1

UML의 보안점 및 개선점 서술 1

UML수업에 관한 자신의 의견 서술 1

설문조사 문항은 크게 3개의 영역인 UML 수업 후 인식조사, 

UML의 적합성 비교, UML 기대사항으로 구성하고, 각 영역의 

하위영역으로는 6개, 2개, 5개로 세부적으로 구성하였다.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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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응답하는 설문은 총 22문항이며, 서술형 의견을 표시형 

객관식으로 리커트척도 (Likert scale)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UML의 난이도에 대한 설문, UML 도구의 

적합성에 대한 설문, 프로그래밍 교육에 있어서의 이수 순서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1. UML의 난이도에 대한 설문

UML 수업 후 학습자들의 인식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Fig. 

3과 같다. 학습자들의 43.1%(44명)는 UML수업에 대해 만족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0.2%(41명)의 학습자가 ‘보통이

다’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a) 참조). 

UML에 대한 난이도의 경우 53.9%(55명)의 학습자들이 ‘보

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7.5%(28명)의 학습자들이 ‘어렵다’

고 응답하였다 (Fig. 3(b) 참조). 이는 UML 다이어그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쉬우며, 다양한 다이어그램을 여러 상황에 응

용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

문에 학습자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UML 특성

상 정확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학습자들이 UML을 어렵

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UML에 있어 흥미로운 점으로 64.7%(66명)의 학습자들이 ‘아

이디어에 대한 시각적 표현’으로 조사되었으며, 30.4%(31명)의 

학습자들이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관점 표현’을 UML에 

있어 흥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c) 참조). 

UML에 있어 어려웠던 점으로 35.3%(36명)의 학습자들이 ‘UML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모델링’으로 어려움을 느꼈으며, ‘UML 툴의 

사용법’(28.4%), ‘다이어그램 간의 관계의 이해’(25.5%) 등의 순으

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d) 참조).

설문조사에서, 학습자들이 기술한 UML 수업의 긍정적인 측

면으로는, 다이어그램 종류가 다양해서 재미있고 사용하기 용

이하였다는 의견과, 개념적인 내용에 방대한 암기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하다는 

측면, 많은 지식이 없어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시스

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습자들이 기술한 UML 수업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각 다

이어그램별로 생각해야 하는 관점이 다른데 이를 표현하는 것

이 어렵다는 점, 정확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열린 문제라는 

점, 여러 주제에 적용하여 주어진 방식으로 다이어그램을 표현

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등의 의견이 많았다.

Fig. 3 UML의 난이도에 대한 설문 결과

Table 4는 다이어그램 별 어려웠던 점들을 학습자들이 직접 

기술한 설문 결과이다. 이화 교수학습개발원에서는, 매학기, 효

과적인 e-Class를 위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및 참여

도 등에 기반하여 우수 강의를 선정하고 있는데, 본 강좌는 

2007년도 1학기 사이버캠퍼스를 통해 개설된 1,631개 강좌 

중 ’BEST e-CLASS‘로 선정된 이래 (박현석, 2009), 2018년 

1학기에도 4,286개 강좌 중 ’BEST e-CLASS’로 선정되었던 

교과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교과목 수행에 있어서의 

과중한 비중이나 UML의 난이도 때문에, 학습자들의 다양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어 오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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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각 UML 다이어그램별 난이도 설문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 사용자의 관점에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절차적으로 작성하기 어렵다.

- include와 extend의 사용법이 어렵다.

- 제시된 주제에서 유즈케이스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 간선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이해가 어렵다.

- 문제에 대해 생성할 action과 생성하지 않아도 되는 action의 구분이 어렵다.

- 관계의 이해가 어렵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 객체지향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이해가 쉽다.

- 상속의 개념이 너무 어렵다.

- 복잡하고 구성해야 되는 내용이 많다.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

- 다이어그램의 목적 및 필요성이 이해가 어렵다.

- 어느 관점에 사용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어렵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계 및 개념 이해가 어렵다.

<시퀀스 다이어그램>

- 시간관계를 고려해야 하는점이 어렵다.

- 기호가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하기 어렵다.

- 프로그램 내에서 시퀀스 다이어그램 다루기가 힘들고 번거로운 부분이 많다.

- 작성방법이 너무 복잡하다.

- 순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개념이 이해가 어렵다.

- 각 순서가 어떠한 관계를 이루는지 잘 모르겠다. 

- 작동방식은 이해가 되나 표현이 어렵다.

- 복잡하고 화살표의 숫자의 개념 ,활용이 이해가 어렵다.

특히,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경우, 학습자들은 다이어그램 안

에서 시간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어렵다고 응

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간의 순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작성

방법이 너무 복잡하다든가, 순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개념의 

이해를 어려워하였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경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사

전 지식이 있어야 이해하기 쉽다는 것과 상속의 개념을 구분해

야 하는 점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의 경우, 학습자들은 제공되는 시스템

을 사용자의 관점에서 작성해야 하는데, 순서와 상관없이 사용

자 측면에서만 구성된다는 점을 어려워했으며, 유즈케이스 다

이어그램에서 사용되는 포함(include)과 확장(extend)의 관계

를 설정하는 과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포 다이어그램(Deployment Diagram)의 경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계 및 개념 이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의 경우 간선의 종류가 너무 다양한 점과 

문제에 대해 생성할 액션(action)과 생성하지 않아도 되는 액

션의 구분이 어렵다고 조사되었다.

Fig. 4 UML 다이어그램의 학습 난이도 비교

Fig. 4와 같이, UML 다이어그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다이

어그램으로 29.4%의 학습자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조사

되었으며, 클래스 다이어그램(24.5%), 유즈케이스 다이어그

램(20.6%), 배포 다이어그램 (29.4%), 액티비티 다이어그

램(11.8%) 의 순서로 어렵다고 느끼는 다이어그램이 조사되

었다.  

2. UML 도구의 적합성에 관한 설문 결과

Fig. 5에 의하면, 학습자들의 56.9%가 UML이 컴퓨터 교

육에 있어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에게 추천하기 적절

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17.6%), ‘그렇지 않

다’(15.7%), ‘매우 그렇다’(8.8%) 등의 순서로 추천 선호도

가 조사되었다. 

UML 다이어그램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Table 5와 Table 6으로 요약될 수 있다. UML은 시각적 모델

링이기 때문에 직관적이며 초보자에게 컴퓨터 전공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점

이 흥미롭고, 여러 실생활의 문제를 분해, 분석하는 능력을 기

를 수 있어 이후에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알고리즘 및 컴퓨터 

사고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 교육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초보자에게 UML 추천의 적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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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UML 다이어그램 사용·표현의 긍정적 측면  

UML 다이어그램 사용·표현의 긍정적 측면

- 기존에 배우는 프로그래밍 보다 직관적이다.

- 컴퓨터 교육 처음에 부담스럽지 않게 전공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과목이다. 초보자에게 추천한다.

- 자신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UML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과정이 재미
있다.

-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보단 서로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UML이 배우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

- 프로그래밍 수업 전에 UML을 먼저 접하면, 알고리즘을 더욱 이해하
기 쉬워질 것이다.

- 코딩을 모르는 상태에서, 코딩과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이전에 접하면 좋을 것 같다. 

- 까다로운 문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 논리대로 전개되어 컴퓨터 시스템을 상상하기 쉽다.

- 프로그램의 큰 틀을 한번에 볼 수 있어서 좋다.

- 초보자에게 숲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 같다.

- 전반적인 사고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Table 6 UML 다이어그램 사용·표현의 부정적 측면  

UML 다이어그램 사용·표현의 부정적 측면

- 아직 컴퓨터의 동작방식이나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즉 정보의 부족) 으로 다양한 생각을 하기에 어렵고, 어느 방식으로 동작해야 
효과적인지를생각 해내기 힘들 것 같다.

-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작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 

- UML 자체가 생소해서 어렵게 다가온다.

- 초보자에게는 각각의 다이어그램마다의 구조적인 이해가 어려울 것 같다.

- 몇몇 다이어그램은 기존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보자에
게 적절하지 않다.

-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UML을 배워야 더 직관적으로 설계에 대한 감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 클래스 다이어그램같은 경우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고 있어야 
쉬울 것 같다.

 

3. UML 교육 이수 순서에 대한 설문조사

기존 프로그래밍, 피지컬 컴퓨팅, UML을 차례대로 배운다

면, UML, 프로그래밍, 피지컬 컴퓨팅순서로 배우는 것이 효과

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프로그래밍, UML, 피지컬 컴퓨팅

의 차례와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8에서의 UML과 기존 프로그래밍 수업의 효과성에 

관한 문항별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항 1의 경우,  

‘UML은 프로그래밍에 비해 이해하기 쉽다.’라는 응답이 

53%, 문항2의 ‘UML은 프로그래밍에 비해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를 단계별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

이 46.1%, 문항3의 ‘UML은 프로그래밍에 비해 문제가 주어

졌을 때 원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쉽다.’에 대한 응답이 

42.2%, 문항4의 ‘UML은 프로그래밍에 비해 문제가 주어졌

을 때, 다학제적 접근이 가능하다.’에 대한 응답이 54.9%, 문

항5의 ‘UML은 프로그래밍에 비해 실생활에서의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다.’ 에 대한 응답이 42.2%로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5가지의 문항을 분석한 결과 UML이 기존 프로그래밍에 비

해 이해하기 쉽다고 이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컴퓨

터 복수전공 학습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원하는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본

인의 전공, 또는 실생활에 대한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좋

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Table 9에 의한, UML과 피지컬 컴퓨팅의 효과성에 관한 문

항별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항 1의 ‘UML은 피지컬 컴퓨

팅에 비해 이해하기 쉽다.’의 응답이 50%, 문항 2의 ‘UML은 

피지컬 컴퓨팅에 비해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를 단계별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다.’의 응답이 52.9%, 문항 3의 ‘UML은 

피지컬 컴퓨터에 비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원하는 시스템을 

Table 7 소프트웨어교육 순서 추천

순서 명  비율

1. 프로그래밍→피지컬 컴퓨팅→UML 5 4.9 %

2. 프로그래밍→UML→피지컬컴퓨팅 22 21.6 %

3. UML→피지컬 컴퓨팅→프로그래밍 4 3.9 %

4. UML→프로그래밍→피지컬 컴퓨팅 63 61.8 %

5. 피지컬 컴퓨팅→프로그래밍→UML 3 2.9 %

6. 피지컬 컴퓨팅→UML→프로그래밍 5 4.9 %

Table 8 UML과 기존 프로그래밍 비교

항목  ①  ②  ③  ④  ⑤
1 0 % 12.7 % 24.5 % 53 % 10.8 %

2 0 % 11.8 % 32.4 % 46.1 % 9.8 %

3 0 % 14.7 % 32.4 % 42.2 % 10.8 %

4 0 % 6.9 % 26.5 % 54.9 % 11.8 %

5 1 % 10.8 % 36.3 % 42.2 % 9.8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
우 그렇다.) 

Table 9 UML과 피지컬컴퓨팅 강좌의 효과성 비교

항목  ①  ②  ③  ④  ⑤
1 0 % 8.8 % 29.4 % 50 % 11.8 %

2 0 % 2.9 % 35.3 % 52.9 % 8.8 %

3 2.9 % 11.8 % 38.2 % 38.2 % 8.8 %

4 0 % 8.8 % 35.3 % 44.1 % 11.8 % 

5 2.9 % 8.8 % 47.1 % 35.3 % 5.9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
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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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기 쉽다.’의 응답이 38.2%, 문항 4의 ‘UML은 피지컬 컴

퓨팅에 비해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다학제적 접근이 가능하다.’

의 응답이 44.1%로 긍정적인 의견이 나타났다. 또한 문항 5의 

‘UML은 피지컬 컴퓨팅에 비해 실생활에서의 문제에 대한 해

결능력을 키울 수 있다.’에 대해 응답자의 47.1%가 ‘보통이다.’

로 대답하였다. 

5가지의 문항을 분석한 결과 UML이 피지컬 컴퓨팅에 비해 

이해하기 쉬우며, 문제를 단계별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원하는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UML이 보다 소프트웨어교육에 있어 긍정적으

로 활용되기 위한 보완점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제시되는 문

제에 기반한 예제의 다양성, UML의 수업에 적합한 전문교재

의 필요성, 충분한 실습시간, 한글화 버전의 UML 툴 제공, 실

제 UML의 활용사례 조사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다.

V. 제 언

설문조사 모집단의 크기가 102명에 불과하지만, 본 연구 결

과를 토대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UML 교육의 특수성·효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교수 학

습 방안을 탐구하여 방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UML의 다양한 다이어그램을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마다 어려워하는 다이어그램이 다르

며, UML의 특성상 정확한 정답이 없기에 다이어그램의 결과

가 학습자 개개인 마다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전통적인 수업의 

형태가 아닌, 문제 중심 학습, 협동 학습, 혹은 교수자, 조교, 

튜더, 학습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튜토리얼 형식의 수업 등 UML 수업에 있어 교육 

방안을 탐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 개발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모집단이 반복문이나 순환문을 이해하고, 한 

학기 정도의 기초프로그래밍을 경험한 컴퓨터프로그래밍 초보

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기초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조차 전혀 

없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 및 교과과정의 개발 

등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 진행 

과정에 설문조사 결과의 요청에 따라 자바의 기초적인 개념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강의 후반부에서 UML과 자바 코드

와의 관계를 설명해 줌으로써 UML의 이해도가 월등히 높아

지면서 더불어 수업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UML 기

초 교육 안에서 자바의 기초적 개념을 함께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과정 개발 및 다양한 교수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VI.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UML은 교육의 만족도·난이도·적합도 측

면으로 볼 때, 초보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에 적합하

다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UML이 초

보 학습자에게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보 학습자의 교육 적합성 및 새로운 소프트웨어 

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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