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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이 많은 부가가치를 낳으면서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이에 세계 각 나라들은 소프트웨어 교육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성격유형검사의 설문 항목을 재구성하고 학습자들에게 적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래밍 수업을 하면서 학습

자들의 태도를 관찰하였고, 성격유형에 따라 학습 동기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학습자의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 동기와 자기주도적 학습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각 성

격유형의 장점을 적용하면 학습 동기와 자기주도적 학습의 효과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latest, the development of the technique in the software field decides the success 
or failure of a country. With the trend of it, each country makes a countless effort on the education of software. This 
study reconstructed a questionnaire of the type of personality and conducted a research applied to learners with the help 
of professionals. I observed the attitude of learners during the programming class and the influence of it on the learning 
ability of self-oriented learning and learning motivation. As a result of it, there came up with a significant difference (at 
the side of self-oriented studying and the motivation of studying) depending on the type of personality of learners. 
Therefore, we can look forward to increasing the effects of self-oriented learning and self motivation by applying to the 
merits of each type of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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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

출하는 시대이다. 이에 여러 국가와 기관들은 물론 민간

단체에서도 소프트웨어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

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옮기고 있으며, 특히 소프

트웨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

다[1-2].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마이스터고등학

교가 3개 광역시(대구, 광주, 대전)에 신설되었고[3], 타 

마이스터고등학교와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소

프트웨어 분야의 학습에 많은 시수를 배정하고 있다. 또
한 졸업 예정자의 졸업 작품 전시회나 재학생 R&D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프로그램 등

에도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로봇이나 자동

화기기 프로젝트가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진

학하는 곳이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학습은 산업 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위하여 C와 Java 같은 텍스트 기반의 프

로그래밍 학습 환경에서 학습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

은 그래픽 기반의 블록형 프로그래밍 학습 환경에서 학

습을 하는 초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프로그래밍 

교육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프로그래밍 학습에는 흥미

(Interest)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습자가 학습에 흥미

를 느끼게 되면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고, 활발

한 학습이 이루어지며, 학습 시간을 많이 갖게 된다[4]. 
또한 학습자는 흥미로 인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

다. 학습 동기는 학생 스스로 학습의 욕구와 태도를 갖

게 한다[5].
과거에 프로그래밍 학습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

었던 이유는 문법 위주의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이나 타

자 연습, 명령어 암기, 프로그래밍 결과의 간단한 확인 

등의 단순한 교육 방법과 교과서 진도를 맞추기에 급급

한 학교 현장, 정보/컴퓨터 전공 교사의 부족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겹쳤기 때문이다[6]. 물론 이를 극

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 시도되어왔다. 교과내

용적인 노력으로는,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현

장 경험이 풍부한 산학겸임교사나 산업체 우수강사 등

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하고 실제적인 예제 중심의 교육

을 해왔고, 산업 현장에서 실제 응용되고 있는 부분을 

탐색하여 학습하려 노력했던 점을 들 수 있다[7]. 

또한 교육방법적인 노력도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 정

치 문화 사회 각 분야에서 ‘소통’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도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이 

당연히 중요하다.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거나 학생들의 학습 잠재력이 위축될 수 있다. 
이처럼 소통은 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서는 합리적인 교육방법이 요구된다[8]. 하지만 각자

의 학생들은 같은 교육방법으로 학습을 진행시키더라

도 높은 성취도와 낮은 성취도, 높은 효율과 낮은 효율, 
높은 의욕과 의도치 않은 거부감과 같이 같은 장소와 시

간에서도 상반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학

생들의 성격유형이 다르면 학습 방법과 교육 방법도 달

라져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학습을 위하여 학생들의 성격유

형을 파악하였고, 내성적인 성격유형과 외향적인 성격

유형을 가진 학습자들이 프로그래밍 학습을 하였을 때 

이들의 성격유형이 학습 동기와 자기주도적 학습 성향

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았다.

Ⅱ. 관련연구

본 장에서는 프로그래밍 학습에서 내성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격

유형과 검사도구에 대하여 탐색하였고, 학습 동기와 자

기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문헌 및 선행 연

구를 각 절마다 기술하였다.

2.1. 내･외향적 성격유형 및 검사도구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자신의 바깥에서 분출하

는지 자신의 안에서 해결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내성적

인 성격유형과 외향적인 성격유형으로 나눈다. 기존연

구들에서는 외향적인 성격유형의 사람들이 행복이나 

만족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10].
외향적인 사람들의 행복을 일상 재구성 방법(Day 

Reconstruction Method : DR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

과 외향적인 사람들은 타인과 함께 보상적 활동을 하는 

동안 가장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정서적인 반응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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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기질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보상을 추구하거나 사회적 활동을 할 때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조용

하고 감정표현을 자제하며 외부에서의 자극을 줄임으

로써 주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그들은 

조용한 곳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안정감을 느

끼고 행복을 경험한다. 또한, 내향적인 사람이 취하는 

대인관계는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

에, 그들은 소수와 내면적 대화를 통해 교감을 느끼면서 

행복을 경험한다[9, 11]. 
성격유형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도구에는 에니어

그램(Enneagram), MBTI(Myers- Briggs Type Indicator) 
등이 흔히 활용된다[12]. 에니어그램은 중심 유형에 따

라 장형(8, 9, 1번 유형), 머리형(5, 6, 7번 유형), 가슴형

(2, 3, 4)의 3가지로 나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9가지

(1~9까지)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도구를 본 연구에 알맞게 

수정하여 사용한다. 그림 1은 에니어그램의 3가지 중심 

유형과 9가지 일반적인 하위 유형을 나타낸다[13].

Head(thinking)

Body(doing)

Heart(feeling)

Fig. 1 3 Centered-Types and 9 General Types of Enneagram

2.2. 학습 동기

학습 동기(Learning Motivation)란 학습자가 학습의 

동기를 갖고 학습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내재된 조건 

또는 외재된 조건에 의해 유발된다. 학습 동기는 행동을 

시작하게 하고, 지속시키며, 방향을 짓게 하는 힘이다. 
프로그래밍 학습자들에게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방

법은 사전에 학습한 프로그래밍 내용에 대한 기술을 사

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또한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학

습을 하는 동안 프로그래밍에 주의를 집중시키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어려운 프로그래밍 과제에 어떻게 지

속적으로 끈기를 갖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할 것

인가를 연구하며, 스스로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게 하는 

것인지 연구하는 분야이다. 학습 동기는 특히 내재적인 

동기나 자기효능감 등이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연결

되어 있다[14-15]. 

2.3.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 : SDL)이란 

개인의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 행하는 학습 활동으로 인

간이 학습하는 과정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관점으로 심리학적 지지를 받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정의는 Knowles의 정의를 

들 수 있다. Knowles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학습자가 다

른 사람의 도움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학습을 위한 필

요를 진단하고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을 위한 인

적 물적 자원을 밝히고 적절한 학습의 전략을 선정하고 

이를 적용하며 그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 스스

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학습이라고 정의했다

[16-17].

Ⅲ. 연구대상 및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한 해 동안 경상북도 소재의 한 공

업고등학교에서 로봇제어과 2학년 과목인 Java 프로그

래밍을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전체 40명이며 20명씩 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남학생은 34명이고 여학생은 6명이다. 여학생의 표

본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은 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내성적 외향적인 학생을 분류하였

는데, 내성적인 학생은 21명(남학생 19명, 여학생 2명)
이고 외향적인 학생은 19명(남학생 15명, 여학생 4명)이
다. 표 1은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3.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Java 프로그래밍을 학습하는 과목의 수업

에서 진행되었다. 학습자가 스스로 인식하는 상황과 성

격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학 첫 주에 성격유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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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전학습 동기 및 자기주도적 학습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습자의 성격유형을 내성적인 성격과 외

향적인 성격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두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한 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2017년 2학기 

마지막 수업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성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에 어

떠한 편견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학습자들이 의식하는 

태도를 줄이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각자

의 성격유형을 공지하지 않았고 2학기 마지막 수업 시

간 후 사후검사 가 종료된 후에 공지하였다. 사전검사 

후 두 학기 동안 사례기반 학습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사례기반 학습은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

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맥락을 제공해준다. 내성적인 성격

유형의 학습자와 외향적인 성격유형의 학습자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학습자가 생각하게 하는 

문제를 제공하고,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한다[18].

3.3. 실험도구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학년의 시작 시기에 성격유형 

검사도구와 학습 동기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검사도

구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성격유형 검사도구는 에니

어그램 성격유형 검사도구를 참고하였으며 내성적 외

향적임을 묻는 항목을 따로 분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 연구에 알맞게 수정하여 30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본래 MBTI 성격유형 검사가 내 외향적인 성격을 분

류하는데 적합하지만,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는 에니

어그램 성격유형검사만을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에니

어그램 성격유형검사에서도 내 외향적인 성격을 분류

할 수 있는 문항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니어그램과 MBTI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교 현장에

서 학생들을 지도해 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항

을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학습 동기와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검사도구

는 각 2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의 연구[19]에서 

제시한 설문들을 활용하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 연

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로 활동

한 사람들로는 교과관련 전공의 공학박사이며 에니어

그램 지도자과정을 수료한 A교사, 신학석사이며 에니

어그램 지도자과정을 수료한 B종교인, 교육심리를 전

공한 교육학석사이며 에니어그램 지도자과정과 MBTI 
지도자과정을 수료한 C교사로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분석

4.1. 정규성 검정

본 연구의 대상은 내성적인 학생이 21명이고 외향적

인 학생이 19명이어서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
는 각각의 표본에 대하여 Shapiro-Wilk 검정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아닌지를 알아본 결과이다.

Test_Group Statistics 
Value

Degrees of 
Freedom

Significance 
Probability

pre_LM_I
pre_LM_O

.852

.922
21
19

.005

.122

post_LM_I
post_LM_O

.835

.858
21
19

.002

.009

pre_SDL_I
pre_SDL_O

.847

.931
21
19

.004

.182

post_SDL_I
post_SDL_O

.829

.789
21
19

.002

.001

* P>0.05
LM : Learning Motivation
SDL : Self-Directed Learning

Table. 2 Shapiro-Wilk test for Normality

정규성 검증의 결과는 유의확률(P)이 0.05보다 크면 

정규분포에 해당되고, 반대로 0.05보다 작으면 정규분

포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 2에서 나타낸 결과 중 두 개의 

변수가 정규분포이지만 나머지 변수에서는 정규분포가 

아니므로 비모수통계인 Mann-Whitney 검정을 활용하

였다.

Division Total

Gender

Boys Girls

40

34 6

Introspe
ctive

Outgoin
g

Introspe
ctive

Outgoin
g

19 15 2 4

Personality 
Type

Introspective Outgoing

21 19

Table. 1 General issue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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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학습 동기

표 3은 내성적 성격의 학생과 외향적 성격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동기에 대한 Mann-Whitney 검정 결과

를, 표 4는 검정 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Test_Group N Rank of 
Average

Sum of 
Average

pre_LM_I
pre_LM_O
total

21
19
40

21.83
19.03

458.50
361.50

post_LM_I
post_LM_O
total

21
19
40

20.36
20.66

427.50
392.50

LM : Learning Motivation
I : Introspective
O : Outgoing

Table. 3 The Results of Rank for Learning Motivation

pre_LM post_LM

Mann-Whitney's U 171.500 196.500

Wilcoxon's W 381.500 427.500

Z -.773 -.083

Approximate Attention Stastics
(two-tail test) .044 .093

Table. 4 The Test Statistics of Learning Motivation

사전검사에서는, 내성적인 성격유형 집단의 평균 순

위는 21.83이고 외향적인 성격유형 집단의 평균 순위는 

19.03을 나타내었다. 이는 내성적인 성격유형 집단보다 

외향적인 성격유형 집단의 순위가 더 높으므로 학년 초

에는 외향적인 성격유형 집단이 학습 동기에서 내성적

인 성격유형 집단보다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잘 되

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검사 이후 내성적인 성격

유형 집단의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하여 사례기반 학습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사에서는 두 집단의 평균 순위가 

20.36과 20.66으로 각각 비슷해졌으며, 표 4의 검정 통

계량에서도 사전검사에의 유의확률은 0.044로 표 3에서 

보여준 결과의 차이가 유의미함을 나타내었고, 사후검

사에서는 0.093으로 검사결과에서 차이가 없음을 나타

내었다. 따라서 학년 초에는 내성적인 성격유형 집단이 

외향적인 성격유형 집단보다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하였다가 학습이 진행되면서 외향적인 성격유형 

집단과 비슷한 정도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4.3. 자기주도적 학습

표 5는 내성적 성격의 학생과 외향적인 성격의 학생

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Mann-Whitney 검
정 결과를, 표 6은 검정 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Test_Group N Rank of 
Average

Sum of 
Average

pre_SDL_I
pre_SDL_O
total

21
19
40

21.57
19.32

453.00
367.00

post_SDL_I
post_SDL_O
total

21
19
40

19.76
21.32

415.00
405.00

SDL :Self-Directed Learning
I : Introspective
O : Outgoing

Table. 5 The Results of Rank for Self-Directed Learning

pre_SDL post_SDL

Mann-Whitney's U 177.000 194.000

Wilcoxon's W 367.000 415.000

Z -.618 -.426

Approximate Attention Stastics
(two-tail test) .044 .067

Table. 6 The Test Statistics of Self-Directed Learning

사전검사에서는, 내성적인 성격유형 집단의 평균 순

위는 21.57이고 외향적인 성격유형 집단의 평균 순위는 

19.32를 나타내었다. 이는 내성적인 성격유형 집단보다 

외향적인 성격유형 집단의 순위가 더 높으므로 학년 초

에는 외향적인 성격유형 집단이 내성적인 성격유형 집

단보다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능력이 더 많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검사 이후 내성적인 성격유형 집단

의 자기주도적 학습 효과를 위하여 사례기반 학습을 실

시하였다. 사후검사에서는 두 집단의 평균 순위가 19.76
과 21.32로 평균 순위가 역전된 것으로 보이나 표 6의 검

정 통계량에서처럼 사전검사에의 유의확률은 0.044로 

표 5에서 보여준 결과의 차이가 유의미함을 나타내었

고, 사후검사에서는 0.067로 검사결과에서 차이가 없음

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학년 초에는 내성적인 성격유형 

집단이 외향적인 성격유형 집단보다 학습에 대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족하였다가 학습이 진행되면서 

외향적인 성격유형 집단과 비슷한 정도로 향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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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21세기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소프트

웨어 중심사회로 변화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소프트

웨어 교육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2018년부터 초 중등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실시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의 성격유형을 고려

하여 프로그래밍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학습 동기 유발

과 자기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검사도구로는 성격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

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존의 에니어그램 설문지를 프로

그래밍 학습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외향적인 성격유형 집단이 학년 초에

는 학습 동기와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 말로 갈수록 내성적인 성

격유형을 갖는 학습자들이 외향적인 성격유형 집단과 

거의 차이가 없게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 진입하기 위하여 최근 소프트

웨어 및 프로그래밍 학습 관련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내성적인 학생들이 흥미를 가

지도록 학습 동기 유발을 도모하여야 하고 외향적인 학

생들의 장점을 활용하도록 상호 소통의 시간을 가지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사례기반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취업 후 산업현장에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러한 학습 동기가 유발되고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

어진다면 내성적이거나 외향적인 성격유형을 갖는 모

든 학생이 보다 효율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자기주도

적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본 연구가 일부 지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

으므로 일반화를 위하여 관련 지역의 공업계 특성화고

등학교 전 학년의 프로그래밍 과목 수강 학생으로 범위

를 확대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

사 도구를 더욱 개선하여 성격유형뿐만 아니라 인식/판
단 기준, 라이프 스타일의 기준 등으로 확대하여 일반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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