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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비전공자의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교수자-학습자 피드백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eacher-learner Feedback Method for Effective Software 
Project Execution of Non-Computer Major Students 

정혜욱*

Hye-Wuk Jung*

요 약 대학에서의 학기말 프로젝트 작업은 한 학기동안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학생 스스로 주제 선정, 계획, 결과

도출 과정을 진행해 가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방법이다.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목의 학기말 프로젝트 작업의 경우 해

당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다양한 기법을 학습 한 후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통해 결과물을 완성하게 된다.

그러나 교양과목으로 소프트웨어 교과목을 수강하는 컴퓨터 비전공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

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행을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수자의 피드백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비전공자의 학기말 프로그래밍 교과목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과정에 적용 할 수 있

는 교수자-학습자간의 토론을 통한 피드백 방법을 제안하고, 실제 프로젝트 작업과정에 적용하여 진행과정 및 결과물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주요어 : 소프트웨어 교육, 비전공자, 소프트웨어 융합, 컴퓨터 프로그래밍

Abstract The term project executed at the university is a learner-centered learning method in which students 
select their topics, draw up their plans, and produce results by themselves based on the content they have 
learned during the semester. Through the term-end project of the subjects relating software, students learn 
various techniques for the programming language and produce the outcomes of their project by the creative 
program development process. However, non-computer majors who take software course as liberal arts subjects 
hav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programming language, so it is necessary to provide feedback from their 
professor for encouraging students in carrying out their projects smoothly. Therefore, a feedback method by the 
discussions between a professor and learners that can be applied to the term-end project of programming subject 
for the non-computer majors is proposed. The proposed method was apply to the actual term-end projects and 
the meaningful results were confirm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oject processes and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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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공학 이외의 비전공 분야에

IT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시스템 및 서비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를 목

표로 하는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 학생들도 소프트

웨어를 이용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야지만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다

[1][2]. 
프로그래밍 작업은 실생활에 필요한 시스템을 자동

화하거나 여러 정보를 가공하여 반복적이고 복잡한 문

제를 풀기위한 용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다

[3].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처리절차는 어떤 주어진 문제

를 정의하고 문제를 풀기위한 알고리즘을 작성 후 수집

및 가공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검토해보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작업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과정으로 부터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력, 의사 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이 키워

지게 된다.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용어는 1980년 미국

MIT의 시모어 페퍼트(Seymour Papert) 교수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래밍 행위를 인간과 컴퓨터의 대

화로 정의하였다[4]. 즉, 언어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사고의 내용이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

다. 2006년 지넷 윙(Jeannette M. Wing)이 모든 사람들

이 컴퓨팅 사고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부터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기 시

작했다[5]. 컴퓨팅 사고력은 컴퓨터 과학의 이론, 기술,

도구를 활용하여 현실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

하는 사고방식으로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정보 분

석, 알고리즘 작성 등을 통하여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6]. 컴퓨팅 사고력

의 주요 과정은 추상화, 자동화로 나누어 처리된다. 추

상화 과정은 현실의 문제를 이해, 분석, 해결 가능한 상

태로 만들기 위해 구조화 및 모델링 하는 작업이고, 자

동화 과정은 실제로 동작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자동화 방법을 설계하여 프로그램을 구현 후 시뮬레이

션 프로그램의 테스트 및 추론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처

리하게 된다[6].

이와 같이 프로그래밍 과정은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

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소프트

웨어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컴퓨팅 사고력을 적용하는 경험은 문제

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국내·외 대학에서는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프

로그래밍의 기본지식에 대한 학습과 프로젝트 제작과

정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응용 및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국외대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하버드대학교에서는

‘CS50’ 이라는 교과목을 통해 기본적인 컴퓨터 이론과

C, JavaScript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고 프

로젝트 수행하며 경제, 보안, 게임과 같은 실세계 문제

에 적용하여 문제해결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한,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내용을 참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

한다[7]. 컬럼비아대학교의 ‘Computing in Context’ 과

정은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6～7주 동안 학습 한

후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자신의 전공분야(사회과학,

인문학 등)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추상화 및 자동

화과정을 수행 할 수 있게 한다[8]. 버클리대학교에서는

스크래치(Scratch)언어 기반의 스냅!(Snap!)이라는 소프

트웨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기법 학습과정인 ‘컴퓨터

과학’ 교과목을 개설하여 비전공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과정은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원리 학습과 함께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Idea) 창

출 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주제를 학생 스스로 선택하

여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9]. 이

와 같이 국외대학들의 비전공자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 방향은 컴퓨터 및 프로그래밍에 대해 학습한 내용

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자신의 전공에 적용

및 응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대학교에서 컴퓨터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

양한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연세대학

교에서는 2017년도부터 비전공자를 위한 필수교양 과

목으로 소프트웨어 영역을 신설하고 소프트웨어 기초

과목으로 ‘컴퓨팅적 사고와 SW프로그래밍’을 개설하였

다. 이 수업을 수강 후 학생들이 컴퓨터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스스로 문제의 정의부

터 해결까지의 과정을 경험하며 컴퓨팅적 사고 함양과

일상생활에 적용 할 수 있는 응용력을 배양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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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한다[10]. 2015년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

정된 성균관대학교는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위하여

성균SW교육원을 설립하고 모든 신입생에게 컴퓨팅 사

고력 중심으로 편성된 교과목(컴퓨팅과 기초SW, 컴퓨

팅사고와 SW코딩, 문제해결과 알고리즘)을 단계별로

학습 후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교육시키고 있

다[11].

이와 같이 국내·외 대학에서는 컴퓨터 비전공자들에

게 컴퓨터를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작업을 경험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래밍 교과

목에서 학기 후반부에 시행하는 프로젝트 작업은 학생

스스로 학습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실생활 문제와 연계

하여 구현해봄으로써 컴퓨터에 대한 응용력을 키울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는 비전공 신입생의 경

우 프로그래밍 원리의 이해와 작성방법에 대하여 어려

워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작업에 대해서도 많은 부담감

을 느끼게 되고 작업내용의 응용범위나 완성도가 낮아

질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비전공자가 소프트웨어 교

과목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게

유도해주는 교수자의 피드백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

는 소프트웨어 수업에서 프로젝트 작업을 위한 교수자

의 피드백 방법을 설계하고, 학생들의 학기말 프로젝트

지도에 적용 한 후 프로젝트 결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후 학습자가 체감하는 프로그래

밍 능력의 변화와 프로젝트 수행과정 중 학생들이 느꼈

던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컴퓨

터 비전공자들의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지도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5가지

CT(Computational Thinking)학습 모델 중 시연중심

(DMM, Demonstration Modeling Making)모델과 개발

중심모델(DDD, Discovery Design, Development)을 참

고하여 그림 1과 같은 학습모델을 설계하였다[12].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수업은 이론학습 및 실습 모

듈과 프로젝트 진행모듈로 나누어 구성된다. 이론학습

및 실습 모듈에서는 1주～11동안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예제 및 응용문제를 실습한다. 프로젝트 진행모듈은 12

주～15주 까지 진행되며 프로젝트의 계획, 토론, 개발과

정을 거쳐 결과물을 완성하며 마무리 된다.

그림 1. 학습모델

Figure 1. Learning model

1. 프로젝트 진행모듈 설계

프로젝트 진행모듈은 그림 2와 같이 1단계～4단계로

구성하였다. 1단계～3단계 과정은 교수자-학습자 피드

백 과정을 적용하여 진행하고 4단계에서는 학습자 중심

으로 프로젝트 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그림 2. 프로젝트 진행모듈 단계

Figure 2. Project progress module phase

1단계는 계획단계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조편성

후 자료조사를 통해 주제를 선정한다. 2단계에서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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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목적에 맞게 선정한 주제의 개발 범위 및 구현

기능의 난이도를 토론을 통해 조절하여 알고리즘을 작

성한다. 3단계 개발과정에서는 이전단계에 계획한 알고

리즘에 따라 입·출력부, 변수설정, 제어구조 및 함수기

능 디자인 등 구체적인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

실행해 보며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한다. 4단계에서는

프로젝트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고 세부내용을 보완하

며 프로그램을 테스트 한다. 보고서는 개발된 프로그램

에 설명, 알고리즘, 수행소감, 참고문헌 항목에 대한 내

용으로 작성한다.

2. 교수자-학습자 피드백 내용 및 진행방법

프로젝트 진행모듈의 1단계～3단계에서는 교수자-학

습자간 피드백을 통해 토론을 진행한다. 이때, 교수자는

표 1과 같은 피드백용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하여 조별

프로젝트 진행내용을 확인하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피

드백을 제공한다.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1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진행을

시작하기 전 조편성을 한다. 이때, 교수자는 학습자의

관심사나 전공분야에 따라 조를 구성하고 상호보완적

으로 협업하며 역할을 분담 할 수 있도록 피드백 해준

다. 자료조사 항목은 주제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작업으

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프로젝트 작업의 사례를

찾아보게 한다. 주제선정 부분에서는 학습자의 관심분

야나 전공지식과 관련된 융합기술에 대해 생각하며 해

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 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피드백

해준다.

조별로 토론을 진행하는 2단계의 주제 범위 설정 항

목에서는 개발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와 너무 좁게 잡은

경우를 조율하며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 구체화 할 수

있게 한다. 난이도 조절 항목에서는 학습한 내용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기능으로 한정지어 기본 기능을 구

현한 프로토타입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하여 프로젝트

작업의 지연이나 완성도가 저하되지 않게 교수자가 피

드백 해준다. 알고리즘 작성부분에서는 개발 내용에 대

하여 순서도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내용을

구조화 시킬 수 있게 한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구

조인 경우 부가적인 설명을 추가하여 함축적으로 정리

할 수 있게 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3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변수선

언에서부터 반복문 및 함수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프로

그램의 간결성과 기능성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피드백

해준다. 프로그램의 주요기능에는 주석처리를 하여 가

독성 및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한다. 코딩작업 중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 오류 메시지를 참고하여 수정 할

수 있게 유도하고 특정기능이 실행되지 않는 등 코딩내

용의 복잡도가 높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기능별로 분

리하여 테스트 후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 통합 할 수 있

게 피드백 해준다.

표 1. 피드백용 체크리스트

Table 1. Checklist for feedback

단계 항목 체크 리스트

1

조편성 및

자료조사

조구성원의 역할분담

교재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조사

주제선정

관심분야에 대해 생각하기

전공과 관련해서 자동화하고 싶은 항목

생각하기

2

주제 범위

설정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 구체화하기

주제의 범위 중에서 실현가능한 한계치 설정

난이도

조절

학습한 내용,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프로토타입

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으로 한정

알고리즘

작성

순서도 및 프로그램 절차에 대한 설명문 작성

반복되는 부분은 함축적으로 표현

3

프로그램

구현

변수 설정, 반복문 및 함수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간결성과 기능성 향상

주석처리로 코딩내용의 가독성 높이기

오류 수정
코딩작업 중 발생되는 오류 해결방법 제시

오류 메시지 참고를 통한 수정방법 가이드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교양필수 과목으로 소프트웨어 교과

목을 수강하는 컴퓨터 비전공 1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는 경기도에 있는 K대학에서 2018년도

에 교양필수 과목으로 ‘소프트웨어기초’ 교과목을 수강

하는 학생의 소속 및 분포를 나타낸다. 학습자들의 소

프트웨어관련 교과목 수강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282명 중 23명(8.15%)의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

거나 개인적으로 공부한 경험이 있었고, 이 학습 경험

자들의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프로젝트 경험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1학기에는 지식정보서비스 대학에 소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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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학습자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하

였고, 2학기에는 휴먼인재융합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

습자에게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수자-학습자 피드백방

법을 적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하였다.

표 2. 2018년도 수강학생 분포

Table 2. Distribution of students in 2018

학기 대학형태 소속
학생

수(명)

1
지식정보

서비스대학

법학과, 경상계열,

휴먼서비스학부,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국제관계학과

152

2
휴먼인재

융합대학

유아교육과, 어문학 계열,

사학과, 문헌정보학과,

문예창작학과, 예체능 계열,

건축공학과

130

교과목에서 다룬 프로그래밍 언어는 문법이 간결하

고 가독성이 좋은 파이썬(Python)을 사용하였다[13].

1주～11주차의 강의진행 방식은 표 3과 같은 학습내

용에 해당되는 이론 설명과 예제 실습을 병행하였고 응

용문제를 스스로 작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프로젝트 작업은 12주～14주 동안 교수자-학습자의

피드백을 적용하여 진행하고 15주차에는 학습자 중심

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최종 결과물(개발 프로그램

파일, 보고서)을 제출하게 하였다.

표 3.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 범위 및 내용

Table 3. Python programming lesson scope and content

학습범위 학습내용

파이썬 기초 변수의 이해, 입출력 함수

연산자, 자료 산술, 나머지, 지수연산자, 자료유형, 리스트

수식 활용 연산자 우선순위, 관계/논리 연산자

제어문 if/if-else문, 조건식, 블록

반복문 while/for문, break

함수 함수의 정의 및 호출

1.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창의성, 기능성, 완성도 측

면 평가

본 수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학습 목표는 아래

와 같다.

Ÿ 실생활이나 학생들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직접 작성하며 창의적인 사고

력을 키운다.

Ÿ 한 학기동안 배운 내용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컴퓨

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지식을 활용해본다.

이와 같은 학습목표에 준하여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은 객관성과 타당성을 위해 인문, 사회, 예

체능, 컴퓨터 교육 분야의 전문가 4명의 논의를 통해

진행하였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Ÿ 창의성 : 실용성 등을 고려한 참신한 아이디어의

포함 여부

Ÿ 기능성 :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양하게 적용하

였는지 여부

Ÿ 완성도 : 프로그램의 모든 항목에 대한 정상적인

동작 여부

그림 3은 프로젝트 수행 시 피드백을 미적용(2018학

년 1학기)한 경우와 피드백을 적용(2018학년 2학기)한

경우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결과이다. 각 항목을 10점

만점기준으로 평가한 점수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창의

성, 기능성, 완성도 부분에서 교수자의 피드백을 적용하

여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에 평가점수가 상승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능성 부분에서는 동일한 조건문 형

식으로 구성하거나 반복된 패턴의구조인 경우 피드백

을 통해 특정기능 부분을 함수로 모듈화하고 다수 개의

데이터 입력에 리스트를 이용 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피드

백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

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양하게 활용한 결과물이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완성도 부분에서도 미완성 결

과물이 있었던 피드백을 미적용 했을 때와는 달리 구현

범위 조정, 충분한 테스트 작업 등 교수자-학습자의 피

드백을 적용한 경우가 모든 학습자들이 완성된 상태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 프로젝트 내용의 평가결과

Figure 3. Evaluation result of projec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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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수행 후 프로그래밍 작업에 대한 학습

자 의견

기말 프로젝트 수행 후 프로그래밍 작업에 대한 학

습자 의견에 대해 조사하였고, 질문 항목은 아래와 같

이 2가지로 구분하여 질의 하였다.

Ÿ 프로그래밍 능력 변화에 대한 견해

Ÿ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어렵다고 느낀 점

첫째, 프로젝트 수행 후에 느낀 본인의 프로그래밍

능력변화를 ‘향상’, ‘보통’, ‘미흡’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

며, 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학생들이 자신의 프로그

래밍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경우는 교수자-학습

자 피드백을 적용한 경우가 40.0%로 미적용한 경우보

다 9.1%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보통이라는 의견은 피드

백을 미적용 했을 때 5.5% 높게 나타났지만 미흡하다

는 의견은 피드백을 적용 후 3.5% 감소하는 현상을 보

였다. 즉,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된 1학기에 비해 교수자

-학습자 피드백 방법을 적용한 2학기에 학습자가 프로

그래밍 능력이 상승되었다고 체감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보면, 교수자-학습자

피드백 방법을 적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토론

을 통해 작업내용을 체계화 및 구체화시키며 완성해 가

는 과정에서 성취감이 상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프로그래밍 능력 변화에 대한 견해

Figure 4. View on programming ability changes

둘째,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에 대한

의견은 표 4와 같으며 각 항목이 중복으로 선택된 경우

도 있었다. 주제 선정, 알고리즘 작성, 코딩 작업에 대

하여 교수자-학습자 피드백 방법을 미적용한 경우가

적용했을 때 보다 많은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답변하였

다. 이 결과를 보면, 학습자가 직접 주제선정하고 설계

및 코딩하는 과정을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

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교수자의 피드백을 받으며 다양

한 관점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프로젝트 설계를 시도하

면서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프로젝트

작업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코딩 작

업부분에서도 오류수정이나 구현하는 내용을 확장할

경우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교수자-학습자 피드백 방법이 코딩 작업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알고리즘

작성 항목에서는 교수자-학습자 피드백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의 수가 크게 낮아지

지 않았다. 그 이유는 주제선정 후 알고리즘을 계획하

는 단계에서 학습자가 너무 많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

기 때문에 이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는 것이 복잡해서

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

도록 학습자의 스타일이나 작업역량에 맞게 개발범위

를 결정 후 프로그램 구조를 알고리즘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수자의 피드백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4.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어렵다고 느낀 점

Table 4. The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project

항 목 미적용(명) 적용(명)

주제 선정 92 51

알고리즘 작성 70 66

코딩 작업 56 45

Ⅳ. 결 론

소프트웨어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는 수업시간에

이론학습 및 실습을 통해 프로그래밍 기법을 익히고 프

로젝트 작업을 통해 문제의 탐구에서부터 해결까지의

과정을 복합적으로 다루어 보며 잠재된 능력의 표출과

폭넓은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 컴퓨터 비전공자가 소프

트웨어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수행을 하는 경우 학습자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

기 때문에 학습자의 역량에 맞는 교수자의 피드백이 필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학기동안 학습한 내

용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교과목의 프로젝

트 작업에서 기존의 학습자 중심으로만 진행하였던 방

식과는 달리 교수자-학습자 피드백 방법을 설계하여

적용 한 후 그 효과를 프로젝트 내용 평가와 학습자 의

견 분석의 결과를 통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

한 교수자-학습자 피드백 방법을 적용하여 프로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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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결과 미적용 했을 때 보다 프로젝트 내용에 대

한 창의성, 기능성, 완성도 측면의 평가점수가 상승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교수자-학습자 피드백

방법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 후 프로그래밍 작업에 대한

학습자 의견 조사에서도 프로그래밍 능력이 향상되었

다는 견해가 증가되었고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은 낮아

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주제 선정, 알고리즘 작성, 코딩 작업

에서도 교수자의 피드백을 적용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향후에는 학습자의 성향 및 전공 지

식에 최적화된 맞춤형 피드백 방식을 개발하여 컴퓨터

비전공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젝

트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소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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