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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습자들의 학습 성향을 조사하고 그들의 평소 학습 성향이 어떤 평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관찰한다. 또한 학습 성향과 이전 평가 결과가 다음 학기 프로그래밍 수업에 어느 정도 동기 부여가 되는지를 분석하여 학습자

들의 성향과 능력에 맞는 방법으로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키워드: 학습동기(learning motivation), 학습성향(learning disposition), 학습효과(learning efficiency) 

I. Introduction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습자들은 학습에 기울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적성이나 재능에 영향을 많이 받아 만족스럽지 

못한 학습 결과를 얻을 때가 종종 있다고 말한다. 이 또한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 있으나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을 관찰해보면 

프로그래밍 학습도 학습에 투자한 시간이나 기울인 노력, 학습 방법 

등에 따라 다른 학습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수업을 운영하는 교수자는 여러 성향의 학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알맞은 제시와 지도를 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 학습자들의 학습 성향을 5단계로 

분류하여 조사한 뒤 이들의 학습 태도나 성향으로 인해 얻게 되는 

학점을 분석하고 다시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얼마만큼의 학습 동기를 

얻게 되는지 파악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학습 성향에 따라 적절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The Analysis of Learning Disposition for Learning 

Motivation

1. The Analysis of Computer Programming Learning 

Disposition

본 연구에서는 학습 성향 파악을 위해 프로그래밍 수업에 참가하고 

있는 66명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중 결측값 

1명을 제외한 65명의 학습자들에 대한 설문 결과와 이들의 성적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1.1 학습 성향별 학습자 비율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학습 성향을 5가지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유형1은 수업후 매번 복습을 철저히 한 경우 유형2는 

수업에 집중하여 이해는 했으나 복습을 가끔 한 경우 유형3은 수업내용

을 이해는 할 수 있으나 혼자 프로그램 작성하기는 어려우며 복습은 

전혀 안한 경우 유형4는 공부하려는 노력은 해보았으나 기초가 부족하

여 이해도가 낮고 자신감도 낮아 복습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유형5는 학습 의욕도 없고 학습 시도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5가지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는 Fig 1과 같다.

Fig. 1. Learners' Rates According to Learning Disposition

1.2 유형1 학습자의 성적 분포 

유형1의 학습 성향을 갖는 학습자들이 학기말에 부여받은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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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는 전원이 모두 최고 학점인 A+를 얻었다. 

1.3 유형2 학습자의 성적 분포 

유형2 학습자의 성적 분포는 Fig 2.에서와 같이 A+~C+ 사이에 

분포되며 60%이상이 A+~A를 85%이상이 A+~B+사이의 우수한 

학점을 획득했다.

Fig. 2. Type 2 Learners' Grade Distribution

1.4 유형3 학습자의 성적 분포 

유형3 학습자의 성적 분포는 Fig 3.에서와 같이 A+~F 사이에 

넓게 분포되며 유형1이나 2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점 평균이 낮다. 

2. Learning Motivation According to Learning 

Disposition and Evaluation Results

Fig. 3. Type 3 Learners' Grade Distribution

Fig. 4. Type 2 Learners' Learning Motivation According to the 

Grades Earned

Fig. 5. Type 3 Learners' Learning Motivation According to the 

Grades Earned

앞 절에서 분류한 5가지 유형의 학습자들이 성적을 부여받은 후 

다음 학기에 개설된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학습 

동기를 갖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학기 초에 프로그래밍 수업과 연계된 

전공 스터디와 튜터링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자유로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유형 1 학습자들은 80%가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유형 2 학습자는 Fig 4.와 같이 A+, A학점을 받은 

학습자일수록 참여율이 높았으며 C+이하의 학습자들은 참여가 저조

했다. 유형 3역시 유형2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부여받은  성적이 

A, A+일수록 학습자들이 그 다음 학습에서도 동기 부여가 되어 

학습에 더 열심히 참여함을 알 수 있었다. 유형4에 해당하는 학습자들

은 33%만이 튜터링에 참여하였고 나머지는 수업이외의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평소 학습 태도가 

좋은 유형1로 갈수록 같은 학점을 부여받은 유형2나 유형3의 학습자보

다 학습에 대한 열의가 강하고 동기 부여가 잘 되어 더 적극적인 

학습 자세를 보인다는 점이었다. 

Ⅲ. Conclusions

연구 결과, 평소 수업에 집중을 잘하고 수업후 복습을 철저히 

할수록 학점이 좋았으며 학점이 좋은 학습자가 연계된 다음 학습에도 

동기 부여가 되어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일한 

학점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평소 학습 태도가 더 좋은 유형1의 학습자들

이 학습 동기 부여가 잘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정규수업 이외에 

보충 학습이 필요한 평균 이하의 학점을 얻은 학습자들이나 평소 

학습 성향이 유형 3,4,5쪽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일수록 소극적인 학습 

성향을 보여 수업과 연계된 별도 프로그램을 개설해도 자발적으로는 

잘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는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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