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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how students' attitudes and tendencies toward 

reading affect the newly emerging coding education. Relevant data were collected by dividing it into 

three areas (reading, coding, and leisure). In the reading area, data on preference books, preferred types 

of reading and etc were collected. In the coding area, prior learning of coding, main tasks using a 

computer, time used for learning and etc were collected. In the leisure area, main leisure activities and 

hours of spent leisure time per one week were collected. Using the collected data, we classified and 

analyzed the data based on the preferred reading metho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non-major students 

who have difficulties in coding education. In coding education, the excerpts reading student group 

showed the best achievement (average 60.1), and the extensive reading group showed the lowest 

achievement (average 48.4). The students who read extensively spent more time in coding study than 

the group of students who preferred other reading methods, but showed the lowest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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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성향이 코딩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관련 데이터를 3가지 영역(독서, 코딩, 여가)으로 나누어 수집하고 분석하

였다. 독서 영역에서는 선호도서, 선호 독서 방법 데이터 등을 수집하였고 코딩영역에서는 선행학

습여부, 주요 컴퓨터 활용 작업, 코딩 학습에 주당 사용한 시간 등을 수집하였고, 여가 영역에서는 

여가 활동과 주당 소비 시간을 수집하였다. 코딩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전공 학생들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선호 독서 방법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 및 분석하였다. 발췌독하는 학생 그룹이 

코딩교육에서 가장 좋은 성취도(평균60.1)를 나타내었고, 다독하는 학생 그룹이 가장 낮은 성취도

(평균48.4)를 나타내었다. 다독하는 학생 그룹은 타 독서 방법을 선호하는 학생 그룹에 비해 코딩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지만 가장 낮은 성취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독서, 독서 방법, 코딩, 여가시간, 상관관계, 창의력, 논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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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창의성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창의적 문제 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 CPS)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창

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란 어떤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

안을 확산적으로 생각하고, 제시되는 해결방안 중에서 최

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

고가 반복하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1]. 사회적

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 또는 학교를 중심으로 창의성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초등학교에서부

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딩교육을 통한 창의성 교육을 진

행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간접적으로 창

의적 사고를 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충분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유시간 마련, 수평적 토론문

화, 직원들의 관심과 호기심에 대한 동기 부여 등이다. 이

처럼 사회적으로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

고 있으며 이는 4차 산업혁명에서 창의적 사고 능력을 매

우 핵심적인 요소로 생각하기 때문이다[2, 3].

코딩을 통한 창의성 교육은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는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많

은 대학들은 10여 년 전부터 코딩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채

택하기 시작하였고, 교육청의 2015 개정 교육과정 발표 

이후 2018년부터는 공교육에서 초등학생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코딩교육이 의무화되고 있다[1, 4]. 그렇지만 코

딩교육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작성되어있는 코드를 학

습자에게 알려주고 그대로 따라 하는 주입식 수업방식으

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수업 방식은 대학에

서 코딩교육을 새롭게 접하는 인문/사회 계열의 비전공자 

학생들이 코딩 수업을 어렵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으며 수

업에 대한 불만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주입식 코딩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업 내

용의 구성을 변경하거나, 코딩교육을 비전공 학생들이 쉽

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주입식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두이노를 활

용하여 수학, 물리 등의 기초 이론과 컴퓨팅 사고력 향상

을 위한 코딩교육 플랫폼 연구[5], 컴퓨터 비전공자 학생들

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이해와 작성에 시각적 문해력과 

사고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6], 플립티드러닝 

방식을 적용하여 컴퓨터 비전공 학생을 교육한 연구[7], 디

자인 씽킹 기반 코딩교육의 성과 분석과 학습자들의 경험

을 통한 디자인 씽킹을 접목한 코딩교육에서 고려해야 하

는 점들을 제시하는 연구[8], 비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알고리즘씽킹 기반 코딩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9], 독서

와 SW교육을 융합하여 교육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

[10] 등이 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코딩교육에 관심이 높아지

기 이전에는 창의력 강화를 위해 독서에 대한 중요성이 강

조되었고 독서는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좋은 학습법

으로 알려져 있었다. 특히 책을 읽는 방법 가운데서도 특

히 정독을 통한 독서방식이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

력 향상에 좋은 방법으로 연구되었다[11, 12, 13].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독서와 코딩은 과거와 현재에서 

창의적 사고 향상과 논리적 사고 향상을 위해 좋은 학습 

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강점

을 가지는 독서와 이공계열 학생이 강점을 가지는 코딩 사

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관련 연구는 거의 없다. 비전

공자 코딩교육은 비교적 독서를 많이 하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주 대상자이기 때문에 비전공자를 교육하기 위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코딩수업에 참여

한 비전공 학생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창의력/논리력 학습 

방법인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성향이 새롭게 대두

되고 있는 코딩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

한 연구를 진행하여 코딩 수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코딩 수업에 참여한 학생

들을 대상으로 독서 성향과 코딩학습에 소비하는 시간, 여

가시간 활용 등에 대한 데이터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

고, 코딩교육에서 학업성취를 평가하여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성향이 코딩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관계에 대해

서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독서 방법(음독, 묵독, 다독, 통

독, 정독, 발췌독)과 선호 도서가 코딩수업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비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딩교육을 할 때 고

려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것이다.

II. Collected Data Analysis

1. Collected Data and Research Subjects

본 연구는 경상북도 소재 H대학교에서 교양필수로 지정

된 컴퓨터프로그래밍 관련 과목을 2019년도에 이수한 1학

년~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5개의 교과목에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에게 독서 성향과 

코딩수업의 학업성취를 분석하여 코딩교육의 효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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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연구임을 밝히고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학생

들은 성적에 대한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연구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학생 633명이 연구에 

동의하고 참여하였다.

설문 참여 학생 중 411(64.9%)명의 학생이 1학년으로 

파악되었으며 2~4학년 학생은 222(25.1%)명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수업 참여 이전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은 563(88.9%)명, 프로그래밍 교육 경험이 있

는 학생은 70(11.1%)명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5개의 교과목은 ICT응용입문, 소프

트웨어입문, 앱 프로그래밍, C 프로그래밍(교양), 하이브리

드 웹 설계로 모두 교양 수업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운

영되는 교과목이다. 각 교과목의 특징을 설명하자면 ICT

응용입문은 앱인벤터를 활용하는 수업으로 블록 코딩을 

통하여 주로 처음 코딩을 접하는 학생들이 쉽게 프로그래

밍에 입문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입문의 

경우 프로세싱 언어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배

우는 교과이며, 학생들이 코딩 결과를 그래픽적으로 확인

하여 코딩에 흥미를 느끼도록 운영하고 있다. 앱 프로그래

밍의 경우 HTML, CSS, Javascript를 이용하여 웹과 관련

된 코딩을 학습하는 교과목으로 학생들이 쉽게 문자 기반 

코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C 프로그래밍(교

양)의 경우 프로그래밍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화 프로그래밍 교과로 운영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웹 설

계는 HTML, CSS, Javascript를 이용하는 고급 프로그래

밍 과정으로 프로젝트 기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 Data Collection Method and Data Analysis Tools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져 있으며 첫 번째 영역은 독서와 관련된 영역으로 학기당 

평균 독서 횟수, 독서를 하는 주요 분야, 독서 성향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코딩과 관련된 

영역으로 과거 코딩교육 경험의 유무, 스스로 판단할 때의 

코딩 능력, 수업시간 외에 코딩과 관련된 학습에 소비하는 

시간, 프로그래밍 개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등에 대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은 여가 활동 영역으로 

주요 여가 활동과 한 주간 소비하는 평균 시간에 대한 설

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은 1, 2학기말 기말고사 이전에 시행하였으며, 수집

된 데이터는 범주형 데이터 15개, 수치형 데이터 6개로 구

성되었으며 총 21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집된 데이터

를 분석하기 위해서 orange3.30 버전을 활용하였다[14].

3. Data Analysis

3.1 Reading Data

Fig. 1. Amount of Reading Analysis

Fig. 1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의 전체적인 독서량

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 학기에 평

균 3.11권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책을 많이 읽은 참

여자는 37권이고, 가장 적게 읽은 참여자는 0권으로 총 

103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권을 읽은 학생의 수가 총 

1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의 선호하는 도서 분야는 한국십

진분류법을 기준으로 총류(000), 철학(100), 종교(200), 사

회과학(300), 자연과학(400), 기술과학(500), 예술(600), 언

어(700), 문학(800), 역사(900)로 나누었다[15]. 위의 도서 

분류 중에서 문학(800) 영역의 도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43명이 선택하였다. 다음으로는 

83명이 선택한 사회과학(300) 분야이며, 가장 적은 분야는 

7명이 선택한 언어(700)분야 이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독서 방법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

자면 표 1과 같이 음독, 묵독, 다독, 통독, 정독, 발췌독 총 

6가지로 구분하였다. 독서 방법의 분류는 창의력과 독서교

육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제안한 6가지를 참고하였다

[7]. 독서 방법에서 음독은 소리를 내며 책을 읽는 방법을 

이야기하며, 묵독은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 방법, 다독은 

빠르게 많이 읽는 방법, 통독은 전체를 훑으며 읽는 방법, 

정독은 단어의 뜻을 생각하며 자세히 읽는 방법, 발췌독은 

책의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읽어 내려가는 방식을 의미

한다. 앞에서 설명한 독서 방법 중에서 다독과 통독은 비

슷하게 보이지만 다른 읽기 방식이며 설명을 더하자면 통

독은 책이나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목, 차례 문단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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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을 빠짐없이 읽는 것이고, 다독은 다양한 분야의 책

을 많이 읽는 방식을 의미하며 주로 배경지식을 쌓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Type of 

reading
Definition

Loud 

Reading(1)
Reading aloud

Silent 

Reading(2)
Reading without voicing the words

Extensive 

Reading(3)
Reading silently and quickly 

Whole 

Reading(4)
Reading a book from beginning to end

Intensive 

Reading(5)

Reading with full concentration and 

complete focus

Excerpt 

Reading(6)
Reading only the important parts of the book

Table 1. Type of reading

독서 방법에 대해서 조사된 데이터는 Fig. 2와 같다. 가

장 선호하는 독서 방법은 묵독(1)으로 나타났으며 436명이 

선택하였다. 묵독 다음으로 정독(5)을 선택한 학생이 100

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선택받은 방법은 다독(3)으로 

8명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Preferred Type of Reading (Loud Reading, Silent 

Reading, Extensive Reading, Whole Reading, Intensive 

Reading, Excerpt Reading)

3.2 Coding Data

코딩교육에서는 선행코딩교육을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을 구별하였으며, 선행코딩교육을 받은 학생은 70명이

고 선행코딩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은 563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컴퓨터로 주로 하는 작업을 분석한 설문에서는 인

터넷 검색을 가장 많이 한다고 나타났으며 337명이 선택하

였다. 다음으로는 문서작성 작업을 199명이 선택하였다.

Fig. 3. Self-Assessment of Coding Skills

프로그래밍 능력 부분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에 소질이 있

다(1), 프로그램 개발에 흥미는 없으나 원하는 코드를 작성

할 수 있다(2),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싶으나 코드 작성이 

어렵다(3), 노력을 하여도 안된다(4), 노력하기 싫다(5) 로 나

누어 참여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Fig. 3과 같이 

327명의 학생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싶으나 코드 작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선택하였고, 노력하여도 코드 작성이 어렵

다고 의견을 작성한 학생이 150명으로 2번째로 많았다.

Fig. 4. Difficult of concepts in coding

그리고 코딩교육에서 나타나는 주요 개념을 8가지로 나

누어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을 파악하였다. 프로

그램 코드 작성 개념(1), 함수/프로시저(2), 변수(3), 반복

문(4), 조건문(5), 배열/리스트(6), 연산자(7), 데이터 형식

(8)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Fig. 4와 같이 가장 어려운 개

념으로는 함수/프로시저(2)로 총 269명이 선택하였다. 마

지막으로 수업 시간을 제외한 코딩 공부에 투자한 시간은 

한 주에 평균 2.2시간으로 나타났다.

3.3 Leisure Data

여가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쉬는 동안 컴퓨터 등의 IT기

기 노출 정도와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코딩교육에 미



Coding Education Academic Achievement Analysis According to Reference Book and Type of Reading   327

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여가 시간의 활동은 음악감상/연

주(1), 게임(2), TV/영화시청(3), 그림그리기/감상(4), 운동

(5), 기타(6) 으로 구분하였다. Fig. 5와 같이 학생들이 여

가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음악감상으로 374명이 

선택하였으며 주당 약 6.2시간을 소비하고 다음으로 TV/

영화시청을 128명이 선택하였고 주당 약 4.8시간을 소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Leisure Time Activity Analysis

III. Relational analysis of reading, 

coding, and leisure data

1. Amount of Reading, and Coding Education 

Data Analysis

Fig. 6. Comparison of Reading Amount Between 

Preceding Coding Education Group and Non-preceding 

Coding Education Group

독서량이 코딩교육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독서량과 선행코딩교육 여부를 분석하였다. 선행 코딩교육

을 받은 그룹의 경우 독서량은 평균 2.929권, 선행 코딩교

육을 받지 않은 그룹의 독서량은 평균 3.133권으로 두 그

룹의 차이는 거의 없다. Fig. 6은 violin plot을 이용하여 

두 그룹의 독서량에 대해서 나타낸 것으로 1은 선행 교육

을 받은 그룹, 2는 선행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을 나타내

었다. 두 그룹의 독서량의 차이는 거의 없음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책을 가장 많이 읽었던 설문 참여

자는 코딩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과 같이 두 그룹의 코딩교육 성취도를 평가하였으

며 선행 교육을 받은 그룹의 성취도는 총점 평균 59.82점, 

선행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의 성취도는 총점 평균 55.32

로 두 그룹의 격차는 평균 4점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선행

교육을 받은 그룹이 더 좋은 성취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7. Comparison of Coding Education Achievements 

Between Preceding Education and Non-preceding 

Education Groups

다음으로 독서량과 코딩교육 성취도와의 상관관계에 대

해서 분석하였다. 독서량과 코딩수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연속형 데이터의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되

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Fig. 8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책을 많이 읽을수록 코딩수업에서 낮은 성

취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관계수 

r=-0.08로 나타나고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라고 판

단된다. 즉, 독서량과 코딩수업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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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rrelation Between Reading Amount and Coding 

Education Achievement

2. Coding education achievement analysis 

according to the preferred type of reading 

Fig. 9. Type of Reading and Coding Education 

Achievement Analysis

독서 방법에 따라서 코딩수업에서 성취도를 분석하였

다. 독서 방법을 그룹으로 설정하여 독서 방법별 코딩수업

의 성취도 분석하였고, 결과를 표 2와 Fig.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의 내용을 살펴보면 코딩수업 성취도가 가장 

높은 독서 방법은 발췌독으로 평균 60.1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창의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정

독은 평균 57.2점으로 2번째 높은 성취도를 나타내었다. 

독서 방법과 코딩교육 성취도 분석에서 특이한 점은 다독 

그룹의 코딩교육 성취도가 평균 48.4점으로 가장 낮게 나

타났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다독을 하는 경우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고, 빠르게 글을 

읽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가장 좋은 성

취도를 나타내지는 못할 수 있으나 가장 낮은 성취도를 나

타낼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타 독서 방법과 

비교하여 코딩수업의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독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깊이 있게 살펴보면 총 8명이 

선택을 하였으며 Fig. 8에서 볼 수 있듯이 B+ ~ C0 사이

의 학업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코딩수업에서 아주 

성적이 좋거나 아주 성적이 나쁜 경우가 없다는 점 또한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Type of reading Average

Loud Reading 52.5

Silent Reading 55.7

Extensive Reading 48.4

Whole Reading 55.7

Intensive Reading 57.2

Excerpt Reading 60.1

Table 2. Comparison of Type of Reading and Coding 

Education Achievement

다독 그룹의 데이터 특징은 데이터의 샘플이 적어서 나

타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즉, 다독을 선택한 학생들

의 수가 8명밖에 되지 않아서 충분한 데이터가 반영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차후 더 많은 데이터 수집을 통

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Time Spent Learning to Coding Study and 

Analysis of Coding Education Achievement

Fig. 10. Correlation Between Learning Time and Coding 

Education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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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는 학생들이 한 주당 수업시간 이외에 코딩학습

에 투자한 시간과 코딩수업 성취도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상관계수 r=0.22

로 나타나고 있어서 코딩 수업에 소비하는 시간과 좋은 성

적을 받는 것은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

적으로 코딩학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면 당연히 좋

은 성취도를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Fig. 9에서 

볼 수 있듯이 코딩 공부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과제로 나온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과목들에 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

더라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없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

고 이러한 부분이 코딩 수업을 어렵다고 느끼게 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4. Analysis of Type of Reading and Time 

Spent for Coding Learning

Fig. 11. Preferred Reading Type and Time Spent Learning 

to Code

데이터분석에서 확인하였듯이 학생들이 한 주 동안 코

딩을 공부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은 평균 2.2시간으로 나타

났다. Fig. 11은 선호 독서 방법별로 코딩을 위해 사용하

였던 시간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음독은 2시간, 묵독은 

2.3시간, 다독은 2.7시간, 통독은 2.3 시간, 정독은 2.1시

간, 발췌독은 2.4시간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나타난 데이

터를 보면 다독하는 학생들의 코딩교육 성취도가 가장 낮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독하는 학생들의 

경우 책을 읽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코딩 학습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서 코딩교육 성취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다독하는 학생들이 평균적으

로 가장 많은 시간을 코딩 학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독하는 학생들이 코딩 학습에 사

용하는 시간대비 코딩교육 성취도가 떨어지는 다른 원인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전통적인 방법 독서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코딩수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독서 

방법에서 창의적 사고력 향상에 좋은 방법으로 알려진 정

독보다 발췌독이 더 좋은 코딩교육 성취도를 나타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췌독의 경우 자신이 필요한 정보

를 빠르게 찾고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며 기억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잘 검색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음을 볼 수 있다. 그

리고 다독의 경우 가장 낮은 코딩교육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원인으로는 다독 학생의 비율이 전체 633

명의 데이터에서 1.26%로 8명의 학생만 해당하여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다

독하는 학생들은 코딩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지만 투자

한 시간 대비 코딩수업 성취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

문에 다독을 선호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코딩교육과 관련

한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체적인 데이터를 볼 때 코딩학습에 사용한 시간에 따

라 조금이라도 코딩교육 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지

만, 코딩도 시간을 들여 공부한다면 결국 좋은 성과를 나

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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