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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 로그래  교육은 컴퓨터과학 분야의 련 공과목을 공부하기 하여 매우 요할 뿐만 아니라, 학생

들의 취업을 한 기술 교육에서도 매우 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컴퓨터 로그래  교육에서 텍스트/시각 로그

래  교육을 용하고 평가하기 한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 한, 학생들의 교육  취업에 합한 로그래  언

어, 도구에 한 타당성을 분석하여 로그래  교육에 합한 로그래  언어/도구를 선택하고, 이에 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로그래  장 교육에 용하고 분석한다. 특히, 최근의 기술 추세와 산업계에 필요한 임베디드

/모바일/웹 로그래  분야에 리 사용되고 있는 로그래  분야에서 텍스트 기반 언어(JAVA)와 시각 로그래

 언어/환경(LabVIEW)에 한 유용성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ABSTRACT

The computer programming education is very important to study the related subjects in computer science, and also in the technology 

education for the students finding employment. In this paper, we develop the assessment metrics to evaluate and apply the textual and visual 

programming in the computer education. Also, we analyze the validity for the programming languages and tools for the education and getting 

job of students, and choose the appropriate programming language/tool for programming education. And, we develop the curriculum for 

programming education, finally apply and analyze in computer education of university. Especially, we compare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for the text based programming language(JAVA) and visual programming language/environment(LabVIEW) in the area of 

embedded/mobile/Web programming fields which are necessary in the related industry to the recent trend of IT technology.

키워드

텍스트 로그래 , 시각 로그래 , 로그래  교육 평가, LabVIEW, JAVA

Key word

Text Programming, Visual Programming, Programming Education Assessment, LabVIEW, JAVA

Open Access  http://dx.doi.org/10.6109/jkiice.2012.16.11.254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LabVIEW를 사용한 텍스트/시각 로그래  교육의 평가 지표 개발  유용성 분석

2545

Ⅰ. 서  론

 

컴퓨터 로그래  교육은 컴퓨터과학 분야의 련 

공과목을 공부하기 하여 매우 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취업을 한 기술 교육에서도 그 요성은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최근의 기술 추세

와 산업계에 필요한 임베디드/모바일/웹 용 로그래  

언어로 객체지향 텍스트 기반 언어는 물론이고 시각 

로그래  언어/환경에 한 유용성이 부각되고 있

다.[1,2]

학생들의 컴퓨터 로그래  교육에 한 수 별 

합성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한 과정으로는 학 교양 

로그래  과정, 산 련학과의 로그래  입문 과

정, 산 련학과의 기  과정을 이수했지만 로그래

 능력이 떨어지는 산학과의 3,4학년 학생으로 구분

하여 용할 수 있다. 한, 학생들의 창의력  창조성

( : 공학교육 인정 교육과정)을 향상시키기 한 목

으로도 로그래  과정을 도입할 수 있다. 로그래  

교육  취업에 합한 교육용  상용 로그래  언어

의 타당성 분석에서는 로그래  언어의 선택, 교육 

과정 개발, 용  분석이 필요하며, 텍스트 기반 로

그래  언어로서는 Java[3] 언어가, 시각 로그래  언

어로서는 LabVIEW[4] 언어가 임베디드/모바일/웹 

로그래  분야에 리 사용되고 있는 추세에 있

다.[5,6,7]

이 논문에서는 컴퓨터 로그래  교육에서 텍스트/

시각 로그래  교육을 용하고 평가하기 한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 이 지표는 시각  혹은 텍스트 기반 

로그래  언어/도구를 사용할 때 학생들의 로그래  

교육에 한 합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학생들의 이

해력, 추상화 능력, 로그램 구  능력과 학생들의 수

별 합성을 측정  분석하고, 한, 측정/분석 방법론

을 개발하고 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로그래  교육의 유용성 분석에서는 시각 로그

래  언어를 사용한 로그래  교육과 텍스트 기반 언

어를 사용한 로그래  교육에 한 학습 성취도를 비

교, 분석한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유용성 평가 분석 결

과는 학생들이 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 용

하고, 로그래 을 교수하는 방법론과 학생들이 로

그램 개발을 한 교육에서 합한 분석  설계 방법론

을 찾도록 도와주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각 로

그래  언어로는 LabVIEW를 사용하여 산 련학과

의 기  과정을 이수했지만 로그래  능력이 떨어지

는 산학과의 3,4학년 학생들에게 정규 과목으로 시각 

로그래  교육을 용한다.

Ⅱ. 텍스트/시각 프로그래밍 

교육 평가 지표

텍스트/시각 로그래  교육에서 평가 지표로 고려

되어야 할 요인으로는 로그램의 개발 단계별로 언어 

표기법에 따른 평가 항목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어떤 표

법이 로그램 분석, 설계, 구  단계별로 더욱 효과

인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RFID 응용 로그램과 같은 내장형 로그램 분야

에 합한 시각  분석/설계/구  언어(도구) 혹은 다이

어그램 표 법이 로그램의 개발  학생들의 학습에 

효과 인지를 분석,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도 고려되어

야 한다. 

표 1에는 텍스트/시각 로그래  교육의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유용성 분

석 항목들을 로그래 의 실성, 강의 수강 후 평가, 

목표 로그램 완성을 한 이해도  성취도, 유용성 테

스트, 로그램 작성 과정에서의 난이도로 구분하여 제

시하 다.

학생들에 한 로그래  교육의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1) 강의 /후 자료 수집  평가

2) 성  향상 정도

3) 텍스트  시각 로그래  수

4) 강의 수강 후에 텍스트  시각 로그래  수 , 

이해도 등의 향상 정도

5) 컴퓨터 로그래 에 한 학습 의욕의 고취도 

(향상) 정도

6) 소 트웨어( 로그램) 분석/설계 방법론 능력 

(수 )  수강 후의 향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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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각/ 텍스트 로그래  교육의 유용성 평가 항목
Table. 1 Assessment metrics for visual and textual 

programming education

구분 평가 항목

로그래 의 

실성

∙ 로그래  교육을 한 응용 로그램

의 작성, 개발에서 도움이 되겠는가?

∙취업을 한 응용 로그램의 작성, 

개발에서 도움이 되겠는가?

강의 수강 

후 평가

∙성  향상 정도

∙언어 작성 수 , 이해도 등의 향상 정도

∙ 로그래 에 한 학습 의욕의 고취도

목표 로그램 

완성을 한 

이해도  

성취도

∙ 로그램 표기법에 한 이해 정도

∙ 로그래  표기법의 이해에 따른 구문 

선택 능력

∙ 로그램 조합에 의한 로그램 작성 

능력

∙최종 로그래  학습 성취도 결과

유용성 

테스트

∙ 로그램 작성이 용이한가?

∙ 로그램 이해가 용이한가?

∙문제 분석이 용이한가?

∙ 로그램 설계가 용이한가?

∙ 로그램 변경이 용이한가?

로그램 작성 

과정에서의 

난이도

∙문법 배우기의 난이도

∙구문 오류 정도

∙ 로그램 수정 에서의 난이도

Ⅲ. LabVIEW 프로그래밍 교육

이 논문에서 개발하는 로그래  교육에서 채택하

려고 하는 로그래  언어에서 텍스트 기반 언어는 

Java 언어를 선택하여 로그래  교육에 활용하는 경

우를 상정한다. 시각 로그래  언어로는 LabVIEW를 

선택했으며 학생들의 학습에 교재로 사용되었다.[8]  

LabVIEW를 로그래  언어로 사용한 한 학기 강의의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1) LabVIEW 개요  소 트웨어 설치

2) LabVIEW 사용법  기  로그래

3) 구조, 차트와 그래

4) 배열과 클러스터

5) 서  VI와 일

6) LabVIEW로 웹 문서 생성

LabVIEW를 사용한 데이터 수집과 상 처리는 컴퓨

터과학과의 실험 환경의 특성상 실습하기 힘든 환경이

며, LabVIEW 기반의 시각 로그래 의 기본 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아도 될 응용 분야의 로그램이므로 교육

과정에서 생략하 다.

그림 1에서는 LabVIEW 로그램의 한 가지 를 보

이고 있다. 이 로그램에서는 반지름과 높이 값을 입력

받아, 원의 둘 , 넓이  원기둥의 부피를 계산하여 출

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LabVIEW 로그램 제
Fig. 1 Example of LabVIEW program

Ⅳ. LabVIEW 기반 시각 프로그래밍 

교육의 유용성 분석

표 2에는 시각 로그래  언어로 LabVIEW를 선택

하여 한 학기 강의한 후에 그 조사 결과를 표시하고 있

다. 비교 상인 텍스트 로그래  언어로는 JAVA 언

어를 비교 언어로 설정하도록 지도하 다. 조사에 응한 

학생들은 모두 15명이며, 컴퓨터과학과 4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하 다. 평가 척도는 5  척도로 하 으며, 1

(매우 낮음), 2(낮음), 3(보통), 4(높음), 5(매우 높음)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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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각/텍스트 로그래 에 한 학업 성취도
Table. 2 Student assesment for visaul and textual 

programming

구분 분석 항목

학업 성취도

시각

로그

래

텍스트

로그

래

로

그래 의

실성

로그래  교육을 한 응용 

로그램의 작성, 개발에서 

도움이 되겠는가?

3.53 3.67 

취업을 한 응용 로그램의 

작성, 개발에서 도움이 되겠

는가?

3.00 3.87 

평균 3.27 3.77 

강의수강

후평가

성  향상 정도 3.50 3.07 

언어 작성 수 , 이해도 등의 

향상 정도
3.07 3.07 

로그래 에 한 학습 의욕

의 고취도
3.33 2.67 

평균 3.30 2.93 

목표

로그램 

완성을 

한

이해도

성취도

로그램 표기법에 한 이해 

정도
3.40 3.00 

로그래  표기법의 이해에 

따른 구문 선택 능력
3.13 2.80 

로그램 조합에 의한 로그

램 작성 능력
3.67 2.93 

최종 로그래  학습 성취도 

결과
3.47 3.27 

평균 3.42 3.00 

유용성

테스트

로그램 작성이 용이한가? 3.53 3.33 

로그램 이해가 용이한가? 3.60 3.07 

문제 분석이 용이한가? 3.33 3.00 

로그램 설계가 용이한가? 3.67 3.27 

로그램 변경이 용이한가? 3.13 2.73 

평균 3.45 3.08 

로그램 

작성

과정에서의

난이도

문법 배우기의 난이도 2.47 3.87 

구문 오류 정도 2.73 3.73 

로그램 수정 에서의 

난이도
2.87 3.73 

평균 2.69 3.78 

4.1. 로그래 의 실성

로그래 의 실성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업무에

서 로그램 개발 시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와 졸업 후에 

취업을 한 로그램 개발에서 도움이 되는 지의 평가 

항목을 설정하 다. LabVIEW를 사용한 경우가 JAVA

를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결과는 컴퓨터과학과 학생들이 학부  과정에서 C 언

어와 JAVA 와 같은 텍스트 로그래  언어를 사용하

여 로그램을 개발하는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아왔

기 때문에 LabVIEW와 같은 시각 로그래 의 개발 환

경에 친숙하지 않은 면이 반 된 결과로 단된다. 단

지 학기말에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로는 

LabVIEW를 사용하여 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졸업 

후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4.2. 강의수강 후 평가

강의수강 후의 학습 성취도와 련된 평가 분야에

서는 LabVIEW를 사용한 로그래 의 경우에 성  향

상  학습 의욕의 고취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LabVIEW 와 같은 시각 로그래  강의를 이수한 후에 

로그래 에 한 심과 학업에 한 의욕이 떨어지

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JAVA와 같은 텍스트 로그램의 

작성에는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던 학생들이 LabVIEW

와 같은 시각 로그래 을 통한 로그램의 작성에는 

흥미를 가지고 비교  쉽게 로그램 작성 능력을 배양

하게 된 결과로 단된다.

4.3. 목표 로그램 완성을 한 이해도  성취도

학생들이 로그램 작성 시 로그램 완성을 해서 

습득해야 할 로그래  언어에 한 이해  로그램 

작성 능력에 한 평가 항목으로서 시각 로그래 에 

의한 학습이 모든 항목에서 좋은 이해도  학업 성취도

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로그램의 표기법, 

구문 선택, 조합 등 모든 항목에서 좋은 학습 효과는 결

과론 으로 최종 로그래  학습 성취도에서도 텍스

트 로그래 에 의한 학습의 경우보다 좋은 결과로 이

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4.4. 유용성 테스트

이 평가 항목은 로그램 작성/개발 단계별로 학생들

의 이해도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것으로서, LabVIEW

를 통한 로그래  학습이 각 단계별로 모두 좋은 학업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시각 로그래  학습을 통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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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텍스트 기반 로그래 에 비하여 로그램 개

발의  단계에 있어서 쉽게 이해하고 학습하 다는 것

을 확인한 결과로 보인다.

4.5. 로그램 작성 과정에서의 난이도

이 평가 항목은 로그램 작성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

느 정도의 어려움을 느끼는 지를 평가하는 항목군이다. 

최근 산 련학과 뿐만이 아니라 이공계 공을 학생

들이 기피하며, 특히 컴퓨터 로그래  분야는 어려운 

것으로 학생들이 생각하여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시각 

로그래 을 통하여 로그래 의 작성 과정에서 쉽

게 근한다는 것은 로그래 을 싫어하고 작성 능력

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상으로 한 로그래  교육에

서도 시각 로그래 을 통한 로그래  교육의 안

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Ⅴ. 결  론

이 논문에서는 학생들의 교육  취업에 합한 로

그래  언어, 도구에 한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로

그래  교육의 유용성에 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로그래  교육에 합한 로그래  언어/도구를 선택

하고, 이에 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로그래  장 

교육에 용하고 활용하는데 목 이 있다. 구체 으로, 

로그래  언어 선택  학습 효과를 한 평가 분석 항

목에 한 비교  평가 항목 설정을 한 연구이며, 텍

스트 로그래 을 사용한 로그래  교육과 시각 

로그래 을 사용한 로그래  교육을 비교 분석하는

데 활용하 다.

컴퓨터 로그래  교육은 컴퓨터과학 분야의 련 

공과목을 공부하기 하여 매우 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취업을 한 기술 교육에서도 매우 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최근의 기술 추세와 산업계에 필요

한 임베디드/모바일/웹 로그래  분야에 리 사용되

고 있는 로그래  분야에서 텍스트 기반 언어(JAVA)

와 시각 로그래  언어/환경(LabVIEW)에 한 유용

성을 비교하여 분석하 다. 

학생들의 컴퓨터 로그래  교육에 한 수 별 

합성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한 과정으로는 학 교양 

로그래  과정, 산 련학과의 로그래  입문 과

정, 산 련학과의 기  과정을 이수했지만 로그래

 능력이 떨어지는 산학과의 3,4학년 학생으로 구분

하여 용할 수 있다. 한, 학생들의 창의력  창조성

( : 공학교육 인정 교육과정)을 향상시키기 한 목

으로 로그래  과정을 도입할 수 있다.

시각 로그래 의 응용 분야에는 내장형 로그래

, 모바일 로그래 , 로보틱스 로그래 ( : 고 

로 ) 등에 응용될 수 있는 로그래  언어를 상으로 

하여 학생들에 한 로그래  교육의 합성  수월

성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객체지향 텍스트/시각 로그래  언어를 사용한 로

그래  교육에 한 것으로서 분석/설계 단계에서 

UML[9]과 LabVIEW의 상  계[10]와 코딩 단계에서 

Java 로그램 신에 LabVIEW 의 체 가능성에 한 

내용으로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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