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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에 연계된 다양한 교과외 학습 활동들은 학습자들의 맞춤형 프로그래밍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된다. 본 연

구에서는 튜터링, 교수자 중심의 전공스터디, 학생들의 자발적 스터디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래밍 중심 교과외 학습 활

동들이 연계된 프로그래밍 수업의 만족도와 학습 동기 부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참여 학생들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키워드: 학습 동기(learning motivation), 학습 만족도(learning satisfaction), 교과외 학습 활동(extracurricular stud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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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과외 

프로그래밍 학습 활동들을 운영해오면서 학생들이 학기 초에 선택한 

학습 활동에 대해 학기가 종료된 후에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전공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 학습은 후속 학기 

수업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취업과도 직접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학습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자 개개인에 

맞는 학습 활동들을 통해 실력 향상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동기 부여가 되어야 할 것이다[1].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 

수업과 연관된 다양한 교과외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수업과 

병행하여 이러한 활동들의 지원을 받고 공부한 결과, 학기말 수업 

만족도와 프로그래밍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각 학습활동들의 운영 

내용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학기초 학습 활동 선택시 개인의 목표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II.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r Programming 

Courses

컴퓨터공학과 2학년 전공수업인 자바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본 

수업 이외에 프로그래밍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외 학습 

활동들을 운영 및 지원해오고 있다. 튜터링, 전공스터디, 자발적스터디 

등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 중에 둘 이상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다. 

Fig. 1은 현재 진행중인 수업에서 다양한 교과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튜터링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데 튜터링은 프로그래밍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튜터가 

되어 3~4명의 튜티들에게 학습지도를 하는 활동이다.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은 전공스터디이며 수업보다 심화된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 교수가 별도 학습지도를 

하는 활동이다. 자발적 스터디 모임은 교수자의 개입 없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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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tudents' Participation Ratio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r a Programming Course

Ⅲ. Evaluation Results

Fig. 2. The Students' Average Preference Degree of 

Group-Oriented Programming Studies According to 

Extracurricular Activities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그룹 형태 학습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고 수업이 종료된 후 해당 

프로그래밍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수업을 통해 프로그래밍 학습에 

대한 학습 동기 부여 정도를 5점 척도로 설문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1. 그룹 형태 학습에 대한 선호도 분석

본 연구자가 진행한 프로그래밍 수업의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튜터링이나 전공스터디, 자발적 스터디모임과 같은 그룹 형태의 학습

에 대한 선호도를 5점 척도로 설문 조사해보았으며, 참여한 학습 

활동별로 선호도 평균을 구한 결과가 Fig. 2.와 같다. 분석 결과, 

자발적 스터디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그룹 형태의 학습을 가장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튜터링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그룹 형태의 학습을 선호하였다. 반면 지도 교수에게 학습 지도를 

받는 전공 스터디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룹 형태의 학습에 대한 선호도

가 가장 낮았다. 

2. 학습 활동 그룹별 수업 만족도 및 학습 동기 부여 정도 

분석

Fig. 3. The Satisfaction and the Motivation Degrees of 

Programming Learning Encouraged in the Programming Course

프로그래밍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참여한 프로그래

밍 수업이 다른 전공수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가’와 

‘이번 학기 프로그래밍 수업을 통해 앞으로 프로그래밍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학습 동기가 부여 되었나’ 라는 질문에 대해 5점 척도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학습 활동별로 학습자들의 응답의 평균을 낸 

결과가 Fig. 3과 같다.

Ⅳ.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 수업과 연계하여 운영한 교과외 학습 

활동들의 학습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중하위 학습자들은 튜터링 참여자가 높았으며 상위 학습자들은 전공스

터디에 참여한 경우 높았다. 학습 동기 부여는 상위 학습자일수록 

자발적 스터디 그룹 참여자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중하위 학습자일수록 

튜터링 활동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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