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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프로그래밍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수업시수 문제로 학교 수업시간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는 어렵다. 온라인 채점 시스템은 학생의 코드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프로그래

밍 학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채점 시스템을 사용해서 C 프로그래밍 기초 학습

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제출코드와 피드백을 분석하려고 하며,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학습경험과 학

습참여도 등을 조사하여 대상학생을 선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대상 학생들의 소스코드 및 피드

백을 분석하여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분석하고, 문제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제언한다.

키워드: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프로그래밍 교육(programming education), 

온라인 채점 시스템(online jud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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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15 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됨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소프트

웨어 교육이 필수로 지정되는 등 학교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 그러나 프로그래밍 교육은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반면 필수로 지정된 시간이 부족하여 

온전히 정규 교육과정만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이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들이 코딩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국내에

서도 일부 공교육 교사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채점 시스템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2] 

온라인 채점 시스템은 학생의 코드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주

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프로그래밍 학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

며, 온라인 채점 시스템을 사용해서 C 프로그래밍 기초 학습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제출코드와 피드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Online judge system

학습자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제출된 소스코드를 테스트하여 문제 해결에 적합한지 판단하

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3]

시스템에 준비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프로그래밍을 학습

하며, 학습자가 제출한 소스코드를 평가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동기부여 및 반성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4]

1.2 자기주도학습과 프로그래밍 교육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학습 주도권을 갖고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적 요구를 판단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을 탐색, 확보하며,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며 학습을 진행한 

후 본인의 학습결과 및 성취를 스스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

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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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교육은 학습자의 개별학습이 필요하며, 학습자가 적극

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여 

자기주도학습을 행해야 한다.[6]

I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는 S학교 2019학년도 신입생 97명을 대상으로 약 

6개월 동안 온라인 채점 시스템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C 프로그래밍 

학습을 하도록 하였다.

이들의 자기주도적 프로그래밍 학습 과정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중학교 정보과목 이수여부, 프로그래밍에 대한 사전경험, 학습참여도 

등의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대상학생은 총 97명이며, 92명의 설문응답자 중에 남학생은 73명, 

여학생은 19명이었고, 중학교에서 정보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23명이

었다.

항목 yes no

C프로그래밍 사전경험 50(54%) 42(46%)

자기주도적 학습 37(40%) 55(60%)

50문제 이상 해결 92(100%) 0(0%)

Table 1. 참여학생 설문결과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학습과정 분석 대상 학생을 다음 기준에 

따라 18명(남 16명, 여 2명)을 선정하였다.

1) C 프로그래밍 사전경험이 없거나 2개월 미만인 학생

2)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비교적 받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학생

3) 50문제 이상 해결한 학생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온라인 채점 시스템을 사용해서 C 프로그래밍 기초 

학습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제출코드와 피드백을 분석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온라인 채점 시스템을 활용하여 

C 프로그래밍 학습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한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정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제출한 소스코드, 채점결과와 피드

백, 이후 제출한 개선된 코드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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