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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비 공자 상의 학 SW교육에서 학습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D 학에서 SW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비 공자 학생 36명의 성찰일지를 합의  질 연구방법(CQR)에 의거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SW교육에 한 비 공자 학생들의 인식과 경험에 한 응답에서 연구에 참여한 모든 학
생들에게 공통 으로 나타나는 일반  범주나 50% 이상의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형 인 범주는 나타나지 않았
다. 그러나 다양한 변동 인 범주를 핵심개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SW교육에 한 비 공자 학생들의 경험과 
인식은 각각 57개와 7개의 변동  개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 비 공자 학생들의 
SW교육에서의 경험은 생소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과 학습활동을 통해 SW과의 련성과 유용
성을 인식한다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SW교육에서 비 공자 학생들의 인식의 경우 보자의 수 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에 해 정 인 평가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비 공자 상의 SW교육
의 방법은 세심한 수업 운 략과 상호작용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다 효과 인 비 공자 상의 학 
소 트웨어 교육을 한 교수학습 략을 한 시사 들을 제공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키워드 : 비 공자, 인식, 경험, 소 트웨어 교육, 학 SW교육

Exploring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non-majors 

about SW education using CQR

Bora Oh*․Jeongeun Lee**․Jeongmin Lee*

Ewha Womans University*․Dankoo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non-major students’ perception and experiences in college software 
education. For this, we analyzed the reflection journals of 36 non-major students in D University based on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CQR). As a result, there was not general core concept to all students nor a typi-
cal core concept that appeared to more than 50% students. However, various variable core concepts could be 
derived. Overall, 57 variable concepts were derived from experience in SW education and 7 variable concepts for 
perception of SW education. Based on this result, we found many of non-major students feel difficulty from un-
familiarity to SW education. Also, many students have satisfaction in their perception to SW education about per-
sonalized learning that their professor provided in the class. Lastly, we conclude that a methodology for SW edu-
cation needs to have a careful operation strategy and interactive design. Although this study has not been able to 
elucidate general core concepts that appear to all learners, it has significant implication in terms of providing var-
ious implicit core concepts and suggestions for effective software education for non-majo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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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 명은 산업구조를 근본 으로 변화시키고 

사회, 교육, 직업, 문화 등의 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다[4].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소 트웨어 랫폼을 활

용한 융산업, 로 , 3D 린 , 생명공학 등 다양한 

역에서 다양한 학문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이루어

져 학문, 산업 역의 경계가 괴되는 상을 가속화하

고 있다. 이러한 산업 장의 변화는 소 트웨어 기술의 

발 에 근간을 두고 있다[50].

소 트웨어는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출력, 상호작

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 혹은 명령(음성이나 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해 사용된 기술

서나 그 밖의 련 자료”를 의미한다[25]. 소 트웨어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사회와 개인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

를 효과 으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망된

다[35]. 그러나 소 트웨어에 한 인식  문화의 부재

가 소 트웨어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25].

따라서 소 트웨어에 한 인식을 제고하고 소 트웨

어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한 

2018년부터는 학교, 2019년부터는 등학교에서 소

트웨어 교육을 면 으로 실시하고 있다[13]. 특히 

학에서의 소 트웨어 교육은 산업 장에서 요구하는 문

제해결 역량을 갖춘 창의  SW인재 양성을 도모하며 

이를 해 2015년부터 ‘소 트웨어 심 학’사업을 시

작하 다. 소 트웨어 심 학으로 선정된 학은 교

양교육으로서 인문계 학생 상의 소 트웨어교육(이하 

SW교육)을 확 하고 모든 비 공자들에 한 공별 

특성에 맞는 SW기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한다[44].

그러나 SW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여 히 SW교

육에 한 필요성이나 SW과의 연 성에 공감하지 못하

는 것으로 보인다[47]. 기존의 교육과정을 그 로 도입

하거나 필수과목으로 SW교육을 지정하는 일방 인 방

식은 실제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부정 인 인식

과 어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42]. 주로 특정 로그

래  언어를 학습하고 실습하는 것을 심으로 진행되

는 SW교육에서 학생들은 로그래 에 한 생소할 뿐 

아니라, 논리  사고, 로그래  문법 등 다양한 학습 

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22,42,4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 공자의 SW학습경험을 분

석하여 비 공자 학습자의 인식이나 어려움을 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성찰일지를 활용

하 는데, 성찰일지는 학습자가 스스로의 학습과정을 되

돌아보고 평가하는 과정이 드러나므로 실제 인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악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27]. 이런 

이유로 성찰일지는 학습자에게 극 이고 깊이 있는 

학습활동을 유도하는 하나의 략으로 사용되기도 하지

만, 동시에 학습자의 학습상황, 학습과정, 요구를 분석하

고 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27]. 성

찰일지를 로그래  학습과정에 활용하면 학습자의 경

험을 분석하고 학습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방하거나 

이기 한 수업 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2].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성찰일지를 활용하여 학 SW교육에

서 비 공자 학습자들의 학습활동과 학습과정에서 겪는 

경험  인식을 분석하여 비 공자 학습자 상의 학 

SW교육에 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비 공자 학습자들은 SW교육에서 어떠

한 경험을 하는가?

연구문제 2. 비 공자 학습자들은 SW교육에 해 어

떠한 인식을 가지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비전공자 학습자들을 위한 SW교육

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소 트웨어 심사회는 

소 트웨어가 기반이 되어 ICT와 IoT에 의한 ‘ 연결사

회(hyper-connected)’로 진화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소

트웨어는 우리 삶의 다양한 역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며 이러한 삶의 방식이 일반화될 것

으로 보인다[35]. 우리 사회가 소 트웨어 심사회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SW에 한 인식  문화의 부

재가 SW의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 히 

SW의 가치에 한 부정 인 사회인식이 팽배해 있다

[25]. 이는 비단 산업 종사자, 지식근로자 는 실무자뿐

만이 아니라 SW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에게도 해당

된다. 재 많은 학습자들이 SW교육에 참여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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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여 히 SW교육에 한 필요성이나 SW과의 연 성

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47].

고 SW교육은 장기 인 근방식을 통해 SW역량

을 길러내어야 한다면 학의 SW교육은 보다 단기간동

안 집 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학 SW교육

은 SW인재 육성이 기반이 될 필요가 있다[23]. SW의 활

용범 가 넓어짐에 따라 학 SW교육 내에서도 컴퓨터

과학 공 학생, 융합  활용을 한 타 공 학생, 기  

소양으로서 배우고자 하는 학생 등 다양한 수 을 고려한 

교과과정이 필요하다[23].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015년 8

개교 시작으로 2019년 재까지 35개교를 소 트웨어 

심 학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추가 으로 

학을 선정하여 소 트웨어 심 학을 확 해가고 있

다. 소 트웨어 심 학은 산업 장의 요구를 반 하여 

학 소 트웨어 교육을 신함으로써 국가, 기업, 학생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 트웨어 가치 확산을 선도하는 학

을 지칭하며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9]. 

소 트웨어 교육이란 학습자들의 의사소통과 지식, 

데이터, 상호작용 등의 기본 개념과 정보를 추출하여 

로그램 언어를 구 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다차원 의 

교육으로[44],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컴퓨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수학습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4].

(Fig. 1) Number of SW intensive university

SW 심 학으로 선정된 학은 SW교육 교과과정 

면 개편, 타 공과 SW소양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 

인재선발과 교원평가 개선  SW가치 확산 등을 한 

지원을 받는다[10]. 공자뿐만 아니라 비 공자를 포함

한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로그램을 통한 실습 주

의 문 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교양  공을 심

화할 수 있도록 한다[25]. 학 SW교육은 부분 SW

련 공자가 아닌 비 공자 상의 교양과목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같은 교과목 유형에 따라 SW교육의 목

은 개발자 수 의 로그래  역량을 갖추는 것이 아

닌 컴퓨터과학  원리를 기반에 둔 문제해결능력의 사

고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41]. SW 심 학의 경우 필

수교양과목으로 SW교육을 운 하도록 의무화하여 모

든 학생이 SW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상인 D 학은 2018년도부터 공통

교양과목 형태로 SW교육을 계열별 교과목으로 운 하

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은 필수 으로 두 과목을 수강하

여야 한다. SW교육은 기본 인 컴퓨 사고력과 알고리

즘사고에 한 내용을 학습하는 ‘창의  사고와 코딩’교

과목과 이를 기반으로 특정 로그래  도구를 활용하

여 실제 인 용에 보다 비 을 많이 두는 ‘ 학기

SW입문’교과목을 통해 진행된다. 모든 계열의 학생들은 

두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1학년 1학기와 2학기에 수강

하도록 권장 받는다. 이 같은 학 SW교육을 통해 소

트웨어에 한 기본 인 개념과 맥락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 공자 학생들이 졸업 후 업무 장에서 마

주하게 되는 소 트웨어 활용 역에서 업무효율을 높

이고 다양한 이해 계자들과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

도록 도울 것으로 기 된다. 

하지만 이처럼 일방 으로 SW교육을 수강하게 하는 

것은 SW교육에 한 사 지식이나 이해가 없는 학생들

에게 학습  어려움을 래할 가능성이 있다[8]. SW에 

한 지식이나 SW교육의 목 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

자들의 경우에는 SW교육에 한 학기 의 과 의

도와는 다르게 SW교육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비 공자 학습자들이 SW교육에 한 필요성에 공

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SW교육에 한 올바른 이해를 하

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는 비 공자 학습자에게 

단순히 심리 인 부담감뿐만 아니라 학습과정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오경선과 안성진[41]의 연구에

서는 로그래 을 처음 하는 학생들의 경우, 로그래

 언어를 사용하여 코딩을 작성하기 까지 모든 단계

에서 컴퓨 사고력과 계된 모든 사고요소에 해 어려

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W교육에 한 비

공자 학습자들의 부정 인 인식은 SW교육과정 개설 

시 요구사항에서도 나타났다. 비 공자 학습자들은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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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설 시 문과생들의 수 을 고려한 수 별 강

좌, 소규모 강좌, P/NP(Pass/Non pass) 과정으로 강좌개

설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문사회계열과 같

은 비 공자 학생들이 컴퓨터 련 과목을 이수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40]. 

많은 학습자들이 SW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여

히 SW교육에 한 필요성이나 SW과의 연 성에 공

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스크래치를 활

용한 비 공자 상 SW교육에서 학습자들의 87%가 학

습 인 어려움을 느낀다고 호소하 으며 그들  24.3%

가 스스로가 SW 련 공이 아니라는 과 생소함을 

느낀다는 것이 어려움에 한 원인이라고 응답하 다

[42]. 서주 , 신승훈, 구은희[47]는 학 비 공자 SW

교양교육에 한 인식연구에서 비 공자 SW교육의 필

수여부에 해 정 인 답변(매우그 다/그 다)이 

50%, 그 외 답변(보통이다/아니다/  아니다)가 50%

로 나타났다. 한 학습에 한 체감 난이도에 해서는 

‘ 당하다’와 ‘어렵다’의 응답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많은 비 공자 학습자들의 SW교

육에 한 인식이 SW교육에 한 어려움에 향을 미

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SW교육에 

참여하는 비 공자 학습자들이 SW에 한 정 이고 

흥미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고 로그래  스킬을 실제

인 문제해결과정에 용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강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W교육에서 비 공자 학습

자들이 어떠한 인식과 경험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효과 인 SW교육을 해 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안

을 한 시사 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2.2 SW교육에서 비전공자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

SW교육에서 비 공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심으로 학

습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  

김수환[22]은 성찰 을 통해 학습자들이 CT교육(컴퓨

사고력 교육)에 해서 가지는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

과, 학습자들은 변수와 리스트에 해 가장 어려움을 느끼

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계획  알고리즘에 해 어려움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자들이 명령어나 코드에 익

숙해진 후 아이디어를 어떻게 계획하고 구 해나가는가에 

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스

크래치와 같은 직 인 로그래  도구를 사용하 음에

도 불구하고 명령어의 선택과 명령어를 한 기능에 활

용하는 것에 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기본 인 명령어

를 이해하고 익숙해지기 해서 충분한 학습시간이 필요

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의 흥미

와 재미가 크게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내용에 

한 흥미도가 증가할수록 학습 자체에 한 재미도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하 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비 공자 학

습자들이 SW교육의 학습과정에서 구체 으로 어떤 부분

에서 어려움을 느끼는가를 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한 략과 방법을 통해 비 공자 학습자의 학습효율

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기 된다. 

한, 최정원과 이 [2]은 보 학습자들에게 

하다고 단되는 코드닷오알지(http://www.code.org)를 

활용한 SW교육에서 학습자들이 제공된 문제들을 해결

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 이유에 해 작성한 

내용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코드닷오알지에 포함된 로그래  개념인 순차, 

반복, 논리, 이벤트 모두에 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을 밝혔다. 특히, 모든 개념에서 공통 으로 로그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면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

습자가 문제해결과정에서 한 개념을 선택하고 효율

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 다. 이 같은 

보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해 알고리즘을 가시화하는 

연습, 로그래  개념을 가르치는 순서, 다양한 방식의 

문제해결 경험과 같은 방법을 교수학습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로그래  보자 혹은 보 학습자는 로그래

에 한 지  수 과 심리 인 반응에 측면에서 비

공자 학습자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해당 연구에서 밝힌 보 학습자들의 어려움

은 비 공자 학습자들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역이

며 이를 보완하기 해 제시한 방안들 역시 비 공자 

학습자들에게 용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다. 

성정숙, 김수환, 김 철[53]은 SW교육에서 인문계열 

학습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성들을 설문, 찰일지, 인터뷰 

통해 분석하 다. 분석결과, 학습자들은 로그래  흥미

도, 도구 용이성, 자신감, 숙련도 측면에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 로그래  흥미도의 경우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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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수업 반에 로그래 에 한 신기함으로 흥미

를 가졌으나 수업시간이 지날수록 흥미가 떨어지고 난이

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흥미가 최 수 으로 낮아졌다. 마

찬가지로 로그래 에 한 자신감도 수업 반에 단순

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감을 가지다가 난이도가 높아

짐에 따라 자신감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 다. 하지만 반

로, 수업 반에 로그래 에 한 생소함으로 인해 

자신감이 없던 학습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구에 

익숙해지고 하게 용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다. 로그래  숙련도 측면에서는 

학습자들이 도구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지면서 명령어를 

선택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로그래  차가 효율 으

로 변화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로그래  도구의 

사용법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

의 계획과 설계에 따라 하게 사용하고 응용하는 측

면을 어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 해당 연구에서는 가

장 비 공자 학습자들의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다고 

상되는 인문계열 학습자들을 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특성들을 분석하 다. 학습자들은 로그래

에 한 개념 , 문법  측면에서 겪는 어려움보다 이를 

어떻게 자신의 과제에 하게 선택하고 용할 수 있

는가에 한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비 공자들을 SW교육

에서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기 해 설문, 성찰일지, 인

터뷰 등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SW교육에 한 비 공자 학습자들의 만족

도나 인식을 악하기 해서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인

터뷰 는 성찰일지를 통해 양 자료에서 발견하지 못

했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밝  학습자들의 인식과 경험

을 이해하 다. 를 들어, 양 자료에서 나타나는 학습

자의 어려움은 단순히 명령어나 코드에 한 이해와 내

재화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단할 수 있지만, 논리

 사고 자체에 한 어려움과 심리 인 부담감에 의해 

발생하는 활용  용 측면에서 겪는 어려움도 크다는 

것을 질 자료를 통해 포착한 경우도 있다[53]. 

본 연구는 양 연구와 인터뷰, 찰, 성찰일지와 같은 

질 연구방법을 함께 진행한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양

연구를 제외하고 성찰일지를 통해 학습자들의 인식  

경험을 질 으로 분석하는데 을 맞추고 있다. 한 

선행연구들에서 활용한 성찰일지의 구성에 비해 보다 다

양한 문항으로 학습자들의 인식과 경험에 근하고 있어 

보다 구체 이고 다양한 에서 비 공자 학습자들을 

이해하고자 하 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SW교육에

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한 성찰뿐만 아니라 강의에 참

여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사용한 략을 설명하거

나 필요할 때마다 구체 인 를 인용하도록 하 다는 

측면에서 어려움 자체뿐만 아니라 구체 으로 어떠한 활

동 혹은 내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 는지 한 어떤 과

정을 통해서 극복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2.3 성찰 일지(Reflective journal)

성찰(Reflection)은 Kolb의 경험학습의 단계  순환모

형의 단계  하나로 학습자들의 구체 인 경험에 한 

반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26]. 한, 성찰의 과정은 학습

자가 학습한 내용을 정당화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다[38]. 경험학습의 에서 학습은 크게 4단계로 일어

난다는 가정을 가진다. 먼  학습자가 특정 경험을 하게 

되고 찰과 성찰을 통해 추상 인 개념화와 일반화 과

정을 거쳐 새로운 상황에 이를 용하고 시험한다[26]. 

특히 경험학습의 에서 성찰은 학습자의 경험을 추

상 인 개념(일반화할 수 있는 규칙, 규범, 개념, 가치, 

공식 등)으로 변화시키는 추 인 역할을 한다[14]. 경

험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에 참여하고 주체가 

된다는 측면에서 구성주의 과도 목될 수 있다. 구

성주의 에서는 성찰자체를 효과 인 학습과정으로 

보는데, 구성주의 에서 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인

지구조에 내재된 지식을 활용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바

탕으로 자신만의 지식을 구성하기 때문이다[14,28].

학습자는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가정, 선택, 경험, 행동 

등에 해 이야기한다[39]. 이러한 개인의 이야기를 

로 기술하는 활동을 성찰 이라고 하며 반성  쓰

기 는 성찰일지나 학습일기와 같은 용어로 사용된다

[21,51]. 학습맥락에서 성찰일지는 기존의 지식에서 오류

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통합시키면서 자신의 사

고와 학습활동을 검하고 탐색하는 고차원  사고를 

지원한다[28].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성찰일지는 학습자

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효과 인 략으로 사용되어왔다

[3,18,53]. 그러나 성찰일지는 학습과정에서 사고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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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반성  사고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학습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지원 략을 모색할 수 있

다[3]. 성찰일지를 활용하면 학습자가 개인의 경험을 스

스로 성찰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의 경험을 보다 정

확하게 악할 수 있어 학습자의 요구와 학습과정을 분

석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14,27]. 

학습자의 성찰일지는 개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으

로 실제 인 지식이며 정보의 표 이다[15]. 성찰일지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다른 연구도구를 통해 추 하기가 어려

울 수 있는 상자 자신이 주체 으로 생성한 데이터이

다. 성찰을 통해 얻어지는 요한 의견과 인식의 기록은 

다른 방법으로는 쉽게 획득할 수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성찰 일지를 활용한 분석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37]. 

성찰일지는 연구자에게 일반 으로 구조화된 성찰일지와 

비구조화된 성찰일지로 구분되며 구조화된 성찰일지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상태에 해 세분화하여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구체 인 질문들에 응답할 수 있게하며 비

구조화된 성찰일지는 자신의 학습상태에 해 개방형 질

문에 응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된다[45]. 

성찰일지를 활용하여 연구 상의 인식이나 경험을 살

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석진[48]은 등특수교육과 

학생들의 성찰일지를 분석하여 교사가 갖추어야할 정체

성에 한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특

수교사에 한 인식이 변화되었고 특수교육 장의 필요

성 지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임연욱, 

이옥화, 정민승, 이지은[8]은 이러닝 질 리를 한 기본 

장치인 콘텐츠 러닝타임에 한 학습자의 인식과 실제 

학습 황을 악하기 하여 성찰일지를 활용하 고 이

를 통해 합한 콘텐츠 러닝타임을 추출하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안경자[1]는 학원 과정 에 있는 등 어 

교사들의 교사연구자로서의 인식  정체성을 분석하기 

하여 성찰일지를 활용하 으며 이를 통해 학원생들

의 수학 경력  연구 경험이 교사연구자로서의 인식과 

정체성에 크게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성찰일지가 연구 상의 인식  경험

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통해 한 략

과 개선방안들을 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비 공자 학습자들을 상으로 SW교

육에 한 인식과 경험에 해 조사하 으며 이를 통해 

비 공자 상의 SW교육에 한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해 2018년 2학기에 충청 소재 D 학에서 

개설된 SW교과목 ‘ 학기 SW입문’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 36명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해당 교

과목은 로그래  도구인 리보그월드(http://re-

eborg.ca/reeborg.html)를 활용하여 이썬 수업을 진행

하 으며 수강생들은 환경원  공 혹은 녹지조경 

공자로 구성되어 자연계열에 해당한다. 

3.2 연구도구

본 연구는 학 비 공자 학생들의 SW교육에 한 

경험과 인식 질 으로 분석하기 하여 구조화된 성찰

일지를 활용하 다.

최종 으로 도출된 성찰일지는 학습들이 SW교육 경

험에 해 성찰하도록 구성하 으며 특히, 그들이 직면

한 어려움에 한 논평 외에 수업에 참여하면서 어려움

을 극복하는 데 사용한 략을 설명하거나 필요할 때마

다 구체 인 를 인용하도록 하 다. 구체 으로 성찰

일지에 포함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Categories Contents

Experience

Learning 

contents

Contents learned in class

Concepts newly learned in class

Concepts difficult to 

understand/want to learn more

Class 

activity

Appropriateness of class 

activity

Most memorable activity

Applying 

experience

Application of learning contents

Useful contents

Difficulty in class

Perception
Meaning of SW education

Comments on SW education

<Table 1> Contents of reflective 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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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SW교육에 한 경험은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 

교과목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개념, 이해하기 어려웠거

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을 묻는 학습내용 역, 수업활동의 

성과 기억에 남는 활동을 묻는 수업활동 역, 배운 

내용을 용한 사례, 유용했던 내용, 어렵거나 힘들었던 

경험을 묻는 개인의 용경험을 기술하도록 하 다. SW

교육에 한 인식의 경우 SW교육이 가지는 의미와 자유

롭게 기술하도록 하 다. 와 같이 성찰일지는 2개 핵심

역과 5개의 하 역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시로는 

“SW 교과목에서 사용한 활동이 하 습니까? 활동에 

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장, 단   보완 을 설명해

주세요” 등을 포함한다. 성찰일지의 문항을 구성하는 과

정에서 학생들이 ‘SW교육’에 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업에 련된 내용을 

묻는 문항에서는 ‘SW교과목’으로 통일하여 사용하 다. 

3.3 자료 수집과 분석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SW교육을 마친 기말고사 직 으로 

SW교과목에 한 반 인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수집방법의 경우 학생들의 편리를 하여 교수

자가 온라인으로 성찰일지 양식을 배포한 후 컴퓨터로 

작성한 다음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수

집되었다. 최종 으로 수집된 성찰일지는 36개로 그  

모든 구성요소를 성실하게 작성한 36개의 성찰일지 모

두를 분석 상으로 하 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해서 Hill, Thompson, 

Williams[7]가 제안한 합의  질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사용하 으며 이는 심층

연구에 한 연구방법으로 사용되어져 왔다[11]. CQR

은 질 연구에서 주로 지 되는 연구자의 편견이 특정 

상을 이해하는데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 하며, 편

견없이 데이터를 보는 방법으로 연구 상의 주 인 

경험을 깊이 있고 상세하게 살펴보기 해 사용되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49]. CQR은 질 연구와 양 연구의 

만남이라고 칭해지며, 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귀납 으로 

근하는 분석방법으로 반 구조화된 질문지 혹은 개방

형 질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면서 역과 핵

심개념을 구성하는 방법론이다[43]. 

본 연구에서는 김은실과 손 동[16]의 연구에서 CQR

을 사용한 방식과 유사하게 각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주제를 하나의 역으로 구성하 다. 이를 통해 구체

인 역을 구분하여 학생들의 응답을 보다 맥락 인 분

석을 통하여 구체 으로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기 함

이다. CQR은 수집된 질  데이터를 빈도수를 통해 범

주화  핵심개념을 도출하며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다. 이정민과 김소망[31]은 비교사의 SW교육에 

한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기 하여 CQR를 활용하여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딩과 교차분석의 과정을 거쳤는데, 

코딩은 역코딩(Development Domains)과 핵심개념 코

딩(Construction Core Ideas)으로 나 어 실시하 다. 수

집한 자료들은 유사한 주제에 한 정보 자료군으로 

역 코딩을 한 후, 간결한 용어로 최소화하는 심개념 

코딩과정을 거쳤다. 먼  개별 연구자가 각 성찰노트의 

요약자료를 읽고 단하여 사례별로 역을 결정한 후, 

다시 사례별 역과 체 역 결정에 한 합의과정을 

거쳐 최종 인 역을 결정하 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별로 사례를 작성하지 않고, 학습자가 작성한 성

찰일지에 나타나는 개념의 빈도를 통하여 질 자료를 

범주화하 다. 이는 하나의 응답에서 하나 이상의 개념

이 도출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를 들어, SW교

육을 통해 배운 내용에 한 응답으로 ‘추상화, 리보그, 

변수, 함수’라는 응답과 같이 여러 개의 개념을 제시한 

경우 각각으로 구분하여 4개의 개념이 도출된 것으로 

정의하 다. 한, 학습활동에 한 경험과 같이 동일한 

활동에 해서 정 인 응답과 부정 인 응답이 모두 

가능한 문항의 경우 동일한 개념이라도 두 가지 응답을 

구분하여 핵심개념을 도출하 다. 

그 다음에는 역에 한 심개념을 범주화하기 

해서 각 역에서 사례 간 유사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과를 도표화 다. 김은실과 손 동[16]은 CQR을 사용

한 장애 학생들의 취업 스트 스에 한 질 연구에

서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는 일반 (general) 범주와 빈

도가 50% 이상 나타나는 형 (typical) 범주, 세부

으로 특성을 악하기 해서 빈도가 50% 미만으로 나

타나는 변동 (variant) 범주로 나 어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분석체계를 반 하여 

체 사례에서 나타나는 개념의 경우 ‘일반 (general)’

으로, 반 이상의 경우 ‘ 형 (typical)’으로, 반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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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날 경우 ‘변동 (variant)’으로 분류하 다. 

한, 분석결과 1차 으로 도출한 개념이 무 범 하

으므로 연구결과에서는 각 역에서 도출된 개념의 평

균 빈도수 이상이 되는 개념만 기술하 다.

4. 연구결과

4.1. SW교육에 대한 경험

4.1.1 SW교육의 학습내용

본 교과목을 통해 배운 내용, 새롭게 알게 된 개념, 이

해하기 어렵거나 새롭게 배우고 싶은 내용에 한 성찰

을 분석하여 SW교육의 학습내용 경험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교과목을 통해 배운 내용에 한 학생들의 

성찰에는 141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이썬을 활용한 

리보그가 가장 많았으며 논리 사고, 로그래  언어, 

코딩 혹은 로그래  자체에 한 내용이 많았다. 학생

들이 작성한 성찰의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SW교과목을 통해 나는 알고리즘과 리보그에 

해 많이 배웠던 것 같다…(학생 13)

학기 SW입문이라는 수업을 들은 후, 가장 

기억나는 것은 리보그이다. 리보그에서 로 이 

내가 원하는 로 구 되도록 명령하는 것을 배

웠다…(학생  16)

이와 같이 학생들은 강의에서 사용했던 로그래  

도구인 이썬 자체를 가장 많이 언 하 다. 사고력의 

경우 알고리즘사고, 컴퓨  사고력, 창의  사고 등을 

언 하 으며 블록리(Blockly), C언어, 스크래치 등과 

같은 다른 로그래  도구를 언 하기도 하 다. 한, 

문제해결과정, 앱 분석, 문제분석도구와 같이 분석과 

련된 개념을 언 하기도 하 다. 

둘째, 본 교과목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개념에 한 

성찰에서는 141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리보그를 활용한 

이썬에 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알고리즘  알고리

즘 사고, 코딩  로그래 , 연산자, 명령어, 추상화에 

한 응답도 있었다. 본 교과목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개념에 한 성찰에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 다.

블록리 실습을 통해 블록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이썬 리보그를 어떤 함수를 

사용해 실행시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학생 24).

알고리즘, 리보그월드 활용법, 이썬 코드 작

성법, 추상화 등(학생 33)

이와 같이 학생들은 부분 수업에서 새롭게 알게 된 

개념을 용어형태로 나열하거나 수업 자체 혹은 활용하

는 도구 자체를 기술하기도 하 다. 

셋째, 이해하기 어렵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에 해

서는 64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코드이해에 한 어려

움이 가장 많았고 리보그 해결과 원리 이해에 해 어

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더 배우고 싶은 내용으로

는 다른 종류의 코딩학습, 명령어의 쓰임에 한 폭넓은 

학습, 그리고 코딩 자체에 한 심화학습을 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한 학생들의 성찰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컴퓨터 언어들을 처음 사용해 서 수업시간에 

바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 다…

(학생 3)

… 이썬 코드 자체들의 이름이 무슨상황을 

표 하는지도 잘 모르겠음(학생 8)

…elif?와 같은 명령문에 해 배우지 않아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리보그

를 해결할 수 있는 코드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학생 6)

이와 같이 스스로 코딩에 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평

가하며 생소함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을 기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그로 인해 다른 코딩학습을 하고 싶

거나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해 코드에 한 심화학

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학습내용에 한 경험은 3개의 카테

고리, 총 21개의 핵심개념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카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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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서 일반 , 형 으로 표시할 수 있는 핵심개념은 

도출되지 않았으며 모두 변동 인 개념이 도출되었다. 

각 카테고리의 변동  핵심개념은 배운 내용의 경우 5

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의 경우 6개 핵심개념이 도출되

었고 동일하게 ‘리보그를 활용한 이썬’이 가장 빈도가 

높은 변동  핵심개념으로 나타났다. 이해하기 어렵거

나 새롭게 배우고 싶은 내용의 경우 10개 핵심개념이 

도출되었고 ‘리보그월드에서 코드 숙지  용’이 가장 

높은 빈도의 핵심개념으로 나타났다.

Categories Concepts Frequency

Contents 

learned in 

class

Python using Reeborg variant(37)

Logical thinking variant(35)

Programming tool variant(20)

Concepts 

newly learned 

in class

Python using Reeborg variant(30)

Algorithm(thinking) variant(17)

Coding/Programming variant(12)

Concepts 

difficult to 

understand/w

ant to learn 

more

Did not get all the codes variant(7)

Solving Reeborg variant(5)

Understanding principles variant(5)

<Table 2> Learning contents in SW education

4.1.2 SW교육의 수업내용

SW교육의 학습활동에 경험을 확인하기 하여 학습활

동의 성과 기억에 남는 학습활동의 내용을 분석하 다.

첫째, 해당 교과목의 학습활동이 한가에 한 성

찰에서는 52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부분의 응답에

서 수업활동이 하 으며 정 인 평가를 하고 있

었으며 특히 앱 분석과제를 통한 SW에 한 인식  

흥미 향상, SW 심사회에서 유용한 학습, 이론을 용

할 수 있는 실습활동 제공과 같은 측면에서 학습활동이 

하다고 하 다. 학습활동의 성에 한 학생들

의 구체 인 성찰은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앱 분석은 

했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

했던 기능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실행된다는 

을 알게 되어…(학생 2)

… 이썬 리보그가 만들어진 것만 풀다 보니 

정작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뻔 

했는데 덕분에 만들 수 있게 되었다(학생 36).

이와 같이 학생들은 특정 활동이 창의성과 정교한 알

고리즘 작성과정과 같은 부분을 훈련하기에 수업에서 

제공한 활동이 하다고 평가하 다. 한, 일상생활

과 활동이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정 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억에 남는 학습활동에 한 성찰에서는 56개

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리보그 활동이 흥미로웠기 때문

에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하 으며 다음으로는 앱

분석 활동과 신체를 활용한 학습활동이며 두 활동 모두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고 

성찰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한 학생들의 구체

인 성찰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 이썬 코드를 직  써내려가면서 리보그가 

움직이는 걸 볼 때 흥미를 느껴 제일 기억에 남

습니다…(학생 9)

직  코드를 만들었던 수업이 인상깊었습니

다…직  기획하고 몸을 움직여가며 동 상을 촬

했던 것이 재미있었습니다(학생 35).

이와 같이 많은 학생이 학습활동에 한 장 들을 기

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미를 느낀 활동들을 언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학습활동에 한 경험은 2개의 카테

고리, 총 17개의 핵심개념으로 분석되었다. 일반 , 형

으로 표기할 수 있는 핵심개념은 도출되지 않았으며 

모두 변동  핵심개념이 도출되었다. 각 카테고리의 변동

 핵심개념은 학습활동의 성의 경우 도출된 11개의 

핵심개념  ‘앱 분석과제를 통한 SW에 한 필요성과 

흥미 증진’과 ‘SW 심사회에서 한 활동’이 빈도가 

가장 높은 핵심개념으로 나타났다. 한, 기억에 남은 활

동의 경우 6개의 핵심개념이 도출되었고 ‘리보그를 통한 

흥미 향상’이 가장 높은 빈도의 핵심개념으로 나타났다.



404   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23권 제5호

Categories Concepts Frequency

Appropriatene

ss of class 

activity

Increasing interests and needs 

about SW in app analyzing 

assignment

variant(5)

Useful activities in SW-centric 

society 
variant(5)

Applying concepts in Reeborg variant(5)

Most 

memorable 

activity

Increasing interests through 

Reeborg
variant(8)

Understanding concepts clearly 

by app algorithm analyzing 

activities

variant(7)

Physical activities to understand 

algorithm
variant(6)

<Table 3> Class activity in SW education

4.1.3 SW교육의 개인적 응용

SW교육의 개인  응용 경험을 확인하기 하여 생

활속에서의 용과 수업에서 유용했던 개념, 어려웠던 

개념을 분석하 다.

첫째, SW교육의 개인  응용 경험에 한 질문  

SW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용된 

사례에 한 응답에서는 52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동시에 일상생

활에서 컴퓨  사고력을 용하거나 인식하거나 앱 제

작 원리를 이해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운내

용의 용사례에 한 학생들의 성찰은 다음과 같다. 

앱을 사용하면서 SW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며 사용하는 습 이 생겼다. 를 들면 기

기와 앱 서버 간의 교환이나 연산자를 생각하면

서 앱을 사용하게 되었고, 동시에 그 앱을 비

하며 사용하게 되었다(학생 2).

과제를 하면서 SW교과목에서 배운 것들이 실생

활에도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핸드폰에 있는 어 , 게임, 인공지능 모두 다 소

트웨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다.(학생 14)

일을 작동하기 해서 일의 순서를 하나하나 

차례 로 작성하는 등 엄마에게 시피를 공유할 

때 사용되었다(학생 32).

이와 같이 학생들은 자신이 평소 활용하는 기기나 

매체에서 배운 내용들을 인식하고 발견하 으며 자신

의 환경에서 다른 맥락으로 용하여 활용해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에서 유용했던 내용에 해서는 70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그  이썬 리보그에 한 성찰이 가장 

많았고 코드를 이용한 알고리즘, 앱 분석 과제, 알고리

즘을 통한 실생활 문제해결 등을 제시하 다. 유용했던 

내용에 한 학생들의 구체 인 성찰은 다음과 같다.

리보그 활동이 가장 유용했던 것 같아요. 이

썬 코드를 학생들한테 제일 쉽게 달해주고 개

념을 바로바로 용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 6).

발표 비 에 SOCAR를 조사하여 SOCAR에 

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게되어 좋았다. 학

생들의 일상생활에 목시켜 발표할 수 있었던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학생 1).

앱 분석이 가장 유용했다. 분석하면서 SW수

업에서 들었던 변수, 연산자, 기능  계 추상

화를 모두 용해 볼 수 있었고 이를 용해보면

서 그 개념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학생 2).

이와 같이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과의 련성과 명확

한 이해를 기 으로 유용성에 한 평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경험에 해서는 71개의 개념이 

도출되었으며 처음 해본 내용이기 때문에 생소하 다는 

성찰이 가장 많았다. 한, 리보그에서 각 월드마다 해결 

알고리즘을 구 하며 푸는 것, 이론을 이해하는 것, 반

인 이썬 코드 입력  코딩자체가 어렵다고 응답하

다. 이에 한 학생들의 성찰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처음 배우는 컴퓨터 언어는 따라가기가 힘들

었다…교수님께서 하시는 로 따라가면 완성할 

수는 있었지만 독립 으로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

했다. 몇 번의 연습만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

했다.(학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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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그를 할 때 교수님과 같이 명령어를 작

성하 는데도 불구하고 리보그가 제 로 작동하

지 않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악하지 

못했던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해 리보그를 하는 

것이 힘들었다(학생 22).

이와 같이 학생들은 생소함을 가지고 있으며 코드의 

입력과정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수

업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을 바탕으로 SW의 개인  응용에 한 경험은 3개의 

카테고리, 총 19개의 핵심개념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

과, 3개 카테고리 모두 일반 , 형  핵심개념은 도출

되지 않았으며 변동  핵심개념이 도출되었다. 각 카테

고리의 변동  핵심개념은 생활속에서의 용의 경우 

도출된 6개의 핵심개념  ‘없음’ 다음으로 ‘생활속에서 

컴퓨  사고력에 한 인식  용’이 가장 높은 빈도

의 핵심개념으로 나타났으며 유용한 내용의 경우 도출

된 6개의 핵심개념  ‘ 이썬 리보그’가 가장 높은 빈

도의 핵심개념으로 나타났다. 어려웠던 경험의 경우 7개

의 핵심개념  ‘내용에 한 생소함’이 가장 빈도가 높

은 핵심개념으로 나타났다. 

Categories Concepts Frequency

Application of 

learning 

contents

None variant(13)

Recognize/apply 

computational thinking in 

daily life

variant(5)

Understanding app making 

principles
variant(4)

Useful 

contents

Python Reeborg variant(22)

Algorithm using codes variant(9)

App algorithm analyzing 

assignment
variant(7)

Difficult 

experience

Unfamiliar with the 

contents
variant(10)

Solving different Reeborg’s 

world using algorithm
variant(9)

Solving different Reeborg’s 

world using algorithm
variant(7)

<Table 4> Personal experience/application

4.2. SW교육에 대한 인식

4.2.1 SW교육에 대한 인식

SW교육이 자신과 동료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의미인

가에 한 질문의 성찰에서는 52개의 개념을 도출하

다. 본 SW교과목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별 과제를 통

한 업능력 향상에 가장 많은 의미를 두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외 IT시 에 실용 이며 의미 있는 학습을 

했다는 에 의미를 두기도 했지만 비슷한 빈도로 SW

교육을 통해 리보그에 한 어려움과 의미를 연결하는 

성찰도 있었다 학생들의 구체 인 성찰은 다음과 같다. 

친구들과 머리를 맞 며 리보그월드를 풀어서 

서로 도움이되어 수업 이해하는게 더 쉬웠습니

다…(학생 22)

…  과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앱 내에 얼마

나 많은 알고리즘이 사용되는지 많이 알아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동료 학습자들의 다른 

생각들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어 

괜찮았다(학생 17). 

미래에 직장을 갖고 일을 하기 해서 꼭 필

요한 것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학생 24).

이처럼 학생들은 SW교육에 한 인식에 해 동료학

습자와 수행한 과제에 한 깊은 인상을 가지며 이를 

통해 학습효율이 높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SW교육의 의미에 한 인식은 1개

의 카테고리, 총 3개의 핵심개념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반

, 형 으로 표기할 수 있는 핵심개념은 도출되지 않

았으며 모두 변동  핵심개념이 도출되었다. 그  가장 

빈도가 높은 변동  핵심개념은 ‘ 과제를 통한 력 능

력 향상’으로 나타났다.

Categories Concepts Frequency

Meaning of 

SW 

education

Improved collaborative skills variant(21)

Meaningful and practical in IT age variant(7)

Difficult education variant(6)

<Table 5> Meaning of SW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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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SW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학생들이 SW교육에 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에 

한 응답에서는 35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많은 학생

들이 수업에서 교수자가 보자인 학생들의 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했다는 것에 해 정 으로 평가

하는 내용을 기술하 다. 한, SW학습은 유익하며 

SW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 다는 정 인 응답과 

여 히 어렵고 힘든 학습이라고 부정 인 응답을 한 사

례가 유사한 빈도로 나타났다. SW교육에 한 학생들

의 생각에 한 구체 인 응답은 다음과 같다.

막막하기만 했던 SW과목이었는데 교수님 덕

분에 그나마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학

생 5)

SW교과목은 교수님이 최 한 쉽게 설명하려 

애쓰신 것이 보 지만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많

이 어려웠던 것 같다…(학생 36)

이와 같이 학생들은 자신의 수 에 공감하고 그에 

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만족해하고 감사함을 표 한 것

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수업을 통해 SW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을 뿐 지속 인 학습의 필요성에 해서

는 공감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을 바탕으로 SW교육에 한 의견과 련된 인

식은 1개의 카테고리, 총 4개의 핵심개념으로 분석되었

다. SW교육에 한 의견과 련된 인식에서 일반  혹

은 형 으로 표시할 수 있는 핵심개념은 도출되지 않

았으며 부분 변동  핵심개념이 도출되었다. 그  

‘ 보 학습자를 한 높이 학습’이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지는 핵심개념으로 나타났다.

Categories Concepts Frequency

Comments

satisfied with personalized learning variant(8)

Useful subject variant(7)

Difficult subject variant(5)

<Table 6> Comments on SW education

5. 연구 논의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비 공자 상 SW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한 시사

을 서술하고자 한다.

5.1 대학 비전공자 대상 SW교육의 경험 특성

연구 결과 학 비 공자 상 SW교육에 참여한 학

생들의 일반  경험 도출되지 않았으나 변동 인 경험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SW교육의 생소함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학습내

용 역에서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과 강의를 통해 새롭

게 알게 된 개념  가장 많이 언 된 핵심개념은 ‘리보

그를 활용한 이썬’으로 나타났다. 그 외 ‘코딩  로

그래 ’과 ‘알고리즘 사고  사고력’도 공통 으로 도출

되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강의를 통해 배우는 내용과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수업에서 사용

한 이썬을 처음 할 뿐만 아니라 로그래  자체를 

처음 경험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 수업에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을 묻는 문항에 한 응답을 

통해서 생소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업  문제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수업내용을 처음 하기 때문에 

해당 로그래 의 원리를 이해하거나 수행해야하는 코

드를 다 익히지 못하며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비 공자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로

그래  도구의 활용 뿐만 아니라 로그래  자체에 

한 반 인 생소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학습  어려

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SW의 련성과 유용성 인식의 계기이다. 학생

들은 부분 수업에서 진행한 학습활동이 하다고 평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리보그와 앱 분석활동이었으며 이를 통해 흥미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하 다. 특히 앱 분석과제를 통해 

소 트웨어에 한 인식이나 흥미가 향상되었다는 응답

이 많았다. 이는 학생들은 자신이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하다고 평가하며 인상 깊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학생들은 성찰일지에서 ‘학습활동으로 인해 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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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의 인식과 흥미가 향상되었고 사회에서 소 트

웨어의 유용성을 실감했다’다고 기술하 으며 ‘학습활동

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소 트웨어가 하게 느껴졌

고 수업이 보다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하 다. 이처럼 학

습자들이 학습활동이 자신의 삶에 용할 수 있는 실제

인 맥락을 반 하고 있거나 자신과 련성이 있다고 

느낄 때 흥미가 향상되며 유용성을 실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 공자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SW

교육은 학습자의 공 혹은 계열  특성을 학습활동에 

반 하여 학습자가 자신과 소 트웨어의 련성을 인지

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W교육은 융합교육의 효과 인 도구로서 새롭고 창

의 인 방식으로 학문 간의 연계를 지향하고 학습자들

이 배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실생활에 용하여 교과 간

에 자연스러운 연계와 융합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1]. 

따라서 학습자들이 경험해야할 학습활동은 단순히 로

그래  스킬을 한 활동보다 학습자들이 공 분야에

서 해결해야하는 문제들을 소 트웨어와 연계하여 실제

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38]. 

5.2 비전공자 대상 SW교육에 대한 인식 특성

연구 결과 학 비 공자 상 SW교육에 참여한 학

생들의 일반 인 인식은 도출되지 않았으나 변동 인 

인식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SW교육에 한 유용성에 공감하고 보자의 

높이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했다는 정 인 인식이 

높았다. 일부 학생은 어려운 과목이라고 인식하 으나, 

SW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으며, SW교육 자체를 

유용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SW교과목에 참여한 

학생들의 부정  인식과 어려움에 한 오미자[42]의 연

구결과에 비해 유용성 인식이 높아졌음을 보여 다. 

둘째, SW교육의 경험 역  SW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용하는 경험에 해서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

에 배웠던 이썬 리보그가 유용하다고 공감하지만 

부분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용하거나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수이지만 자

신이 자주 사용하는 어 리 이션이나 게임에서 알고리

즘과 소 트웨어가 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학생들

도 있었다. 이는 이민정[34]의 연구에서 비 공자 상

의 소 트웨어 교육에서 약 72%의 개발자 입장에서 소

트웨어를 바라보게 되어 소 트웨어에 한 자신감이 

상승한 결과와 유사하다. 이처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직  용해보지는 않았지만 수업 과는 다

르게 자신의 생활에서 용되고 있는 소 트웨어를 인

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비 공자 학습자들에게 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어렵거나 힘들었던 

경험의 경우 학생들은 특히 리보그 월드를 학습하면서 

각 월드마다 알고리즘을 구 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려웠고 로그래 에 한 생소함과 어려움을 함께 

호소하 다. 이는 학습자들이 기본 인 로그래  문

법을 어렵게 느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용과 응용

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3 대학 비전공자 대상 SW교육의 방법

그러나 학 비 공자 상 SW교육은 세심한 수업 

운 략과 상호작용 설계가 필요하다. 소수의 학생이

었지만 학습활동 시간이 박하 으며 보자들이 이해

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학생들은 성찰일지에서 교수자의 시

연을 따라하기에 해서 제 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교수자가 학생들을 한명한명 찾아가서 알려주었기 때문

에 조 은 이해할 수 있다고 기술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 공자 학생 상의 SW교육에서는 로그래  

언어의 문법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실

습에 필요한 지식도 설명해야 하므로 배경지식을 배우고 

나면 실습시간이 부족하다[29]. 더욱이 학생들이 비 공자

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사 지식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

으므로 수업시간만으로 명확한 이해가 어렵다고 볼 수 있

다[42]. 이는 학습자들이 기술한 성찰일지에서도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짧은 수업시간에 많은 것을 하시려고 해서 

시간이 박하고 이해할 시간이 부족했다’, ‘학생들을 하

나하나 주지 못해 수업에 따라오지 못한 학우가 많은 

듯 했고 이로 인해 모르는 사항을 부 질문하기가 어려

웠다’와 같이 수업시간 안에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한 교수자가 학생 모두와 상호작용하

기에도 역시 시간이 부족하다고 기술하 다. 이 같은 결

과는 비 공자 학생을 상으로 하는 SW교육의 경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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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과 이론  내용이 모두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해진 수업시간 내에 두 가

지를 모두 소화하기에는 시간 으로 충분하지 못하는 것

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하여 비 공자 상

의 SW교육의 수업시간을 보다 효과 으로 사용하기 

한 략들을 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SW교육과 같은 실습 심의 수업에서 시간  측면의 

문제는 지속 으로 제기되는 문제로 다양한 략과 방

법을 활용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 다. 첫째, SNS 등

을 활용한 수업 후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학습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피수 [46]은 수업시간에 충분히 이해

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은 보

충수업이나 SNS를 활용하여 교수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 다. 김완섭[24]의 연구에

서도 컴퓨터실습 수업에서 블 디드 러닝을 용하여 

수업에서 부족한 시간과 상호작용  측면을 보완하려고 

시도하 다. 이처럼 학습자가 효과 인 학습활동을 경

험하기 해서는 학습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을 제공해야하며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다면 학습자가 학습활동과 반 인 수업

에 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립러닝을 통한 SW교육을 도입하는 등의 

극 인 수업 모형을 개선하여 상호작용 측면을 보완하

는 것이다. 립러닝은 비 공자 상의 SW교육에서 

많이 활용되어왔다[36]. 학습자들이 수업 에 선행학습

을 하고 그를 기반으로 수업시간을 보다 실습을 심

으로 운 할 수 있는 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6,30,46]. 

실습 측면에서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제나 활동을 반

복 으로 연습할 수 있고 보다 충분하게 교수자와 상호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다[20]. 한 동 상이나 다양한 

자료를 통해 선행학습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르는 부

분을 반복 으로 학습하고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명확

하게 이해할 수 있다[19]. 

그 외에도 학습자 참여를 높이고 소 트웨어 사용 경

험을 늘리기 한 수업 모형으로는 짝 로그래 (pair 

programming)을 용하는 등의 노력도 있어 왔다. 짝 

로그래 은 두 명의 로그래머가 같이 앉아 로그램

을 설계하고, 알고리즘, 코딩, 디버깅을 업하는 형태로 

동료  하나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는 driver역할

을 수행하고 나머지 하나는 략과 술을 검색하거나 

문법이나 타이핑 오류를 검하는 navigator역할을 수행

한다. 정충교[12]는 학 로그래  수업에 짝 로그래

을 용하여 학습 성과 향상, 동 작업 연습, 교류 증

진 등 학습자의 수용성에 정 인 효과를 얻었다. 한건

우, 이은경, 이 [5]은 실업계 학생들에게 용하여 학

업성취도와 학습 략에 정 인 향을 밝 낸바 있다. 

지 까지는 공자 상 수업이나 실업계 고등학교에만 

용하 는데 비 공자 수업에 맞는 수업 략 개발이 필

요하다. 학습자들이 느끼는 본질 인 불편함은 교수자와

의 상호작용 부족이다. 기존 컴퓨터 교육에서도 상호작

용을 늘리고 피드백을 제공하기 한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하 는데 그 에 표 인 사례가 학습자간 상보  

교수법(reciprocal peer tutoring)을 도입하거나 짝 로

그래 (pair programming) 방식의 실습을 진행하는 것

이다. 이만희[32]는 학의 공자 상 컴퓨터 실습에 

상보  교수법을 용한 결과 학습성취도와 만족도가 높

아진 결과를 보고하 다. 한 김은순, 박병호, 허희옥

[17]은 실업계 학생 상 컴퓨터 로그래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서로 가르치며 배우는 과정에서 개별화된 학

습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친구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 학

습하게 되므로 학습성취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정 인 

학습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의 특성

들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방식  략들을 수업에서 활

용한다면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이고 SW교육의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마지막으로 비 공자 상 SW교육에서 정 이고 

유익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소 트웨어에 한 선입견

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 되어야 할 것이다. SW

교육의 의미 역에서 학생들은 SW교육에 해 과제

를 통한 업능력에 해 가장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과제를 통해 향상된 

업능력을 요시하는 것은 정 일 수 있지만 이는 학

생들이 업능력외 SW교육을 통해 증진할 수 있는 알

고리즘 사고 혹은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다른 역량에 

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일 가능성도 있다. 그 외 

SW교육은 IT시 에 SW교육은 실용 이고 합하여 

정 인 의미를 가진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있었으나 반

면 SW교육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한 

학생들도 있었다. 이처럼 SW교육 이후에도 여 히 어렵

다는 인식을 크게 가지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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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에서 다른 경험보다 어려움에 한 경험이 컸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 공자 학습자들은 SW교

육을 졸업을 한 필수 교양과목으로 수강하기 때문에 

공과목처럼 지속 으로 학습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44]. 따라서 한 번의 수업으로 소 트웨어에 한 선입

견이 정립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SW

교육은 비 공자 학습자들이 정 이고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 수업시간 동안 이루어지

는 활동방식이나 과제 자체가 아니라 SW교육에서 요

하게 여겨지는 역량들을 보다 요하게 인식할 수 있도

록 수업을 략 으로 운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많은 학생들이 비 공자인 학생들의 높이를 

맞춘 교수와 교수자의 노력에 해 정 으로 평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교수자

가 노력했기 때문에 학습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응답도 

있었으며 이같은 교수자의 노력과 수업은 좋았으나 SW

교과목은 소 트웨어를 할 수 있는 기회 을 뿐 여

히 자신과 맞지 않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는 학습자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SW교육을 유익하고 정 으로 

평가할지라도 SW교육을 통해서 소 트웨어에 한 인

식이나 흥미에 변화가 있었는지와는 다른 문제일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SW교육에 

한 학습자들의 수업에 한 만족도도 요하지만 수

업 후 학습자들의 인식과 흥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 SW교육에 한 비 공자 학생들의 

인식과 경험을 탐구하는데 목 이 있으며 이를 해 D

학에서 SW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비 공자 학생 36명의 

성찰일지를 합의  질 연구방법(CQR)에 의거하여 분석

하 다. 연구결과,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기 한 성찰일

지를 구성하는 5개의 역에 따라 각각 학습내용 21개, 

학습활동 17개, 개인의 경험 19개, SW교육의 의미 3개, 

SW교과목에 한 의견 4개로 총 64개의 변동  개념이 

도출되었다. 비록 모든 학습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반  핵

심개념은 도출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변동  핵심개념들

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효과 인 비 공자 상 SW교육

을 한 시사 들을 제시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각 

역에서 도출된 개념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 공자 상 SW교육은 SW의 련성과 유용

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내용 인 생소

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둘째, 학습자들은 SW교육의 유용성에 공감하고 보

자의 높이에 맞춰 수업이 진행되었다는 정 인 인

식이 높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에서 용되

고 있는 소 트웨어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그러나 분의 학습자들은 생활 속에서 활용하

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일부 학생들

은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실습과제를 따라 하는 것만으

로도 어렵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학습자들의 원하는 여유 있는 실습 운 과 충

분한 상호작용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기 한  방법

으로 SNS 등 수업 후 활동과 립러닝이나 짝 로그

래 과 같은 수업 모형 도입을 제안하 고, 학습자들이 

소 트웨어에 한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 되어야 함을 지 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SW교육에서 비 공자의 특성을 

가진 학습자가 가지는 인식과 경험들을 탐색하는데, 연

구 상이나 연구 방법론으로 인한 한계 을 가지고 있

어 후속연구를 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SW비 공자인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썬 SW교육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찰노트를 상

으로 학생 개개인의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여 연구 상과 

과목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 

상을 인문계열, 체능계열 등 다양한 공  계열의 학

생들로 확 하고 이썬 외에 스크래치 등 다양한 로

그래  교육에 한 분석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상자가 작성한 성찰 노트만

을 분석 상으로 한정하 기 때문에 구체 인 SW교육 

상황에 한 인식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모든 사례에서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일반 이거나 

형 인 핵심개념을 도출하지 못하 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분석 과정에서 연구의 상자들은 SW교육에 한 

경험이나 태도  성취도에 따라 각기 다른 인식을 보

이는 것으로 측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개

인차 변인으로 성별이나 SW경험 수 이나 배경지식 수

, CT능력, SW효능감, SW태도 등을 기 으로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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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분하여 학습자 특성별로 일반 , 형  핵심개념

을 도출해 내길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비 공자 학습자들의 인식과 경

험에 해 질 분석방법을 사용하 기 때문에 객 으

로 학습자들이 가진 배경, 인식, 흥미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의 계를 악하고 일반화하기 한 양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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