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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습을 하는 학습자들 중 특히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

는 교수법 정책에 대해 제안해보았다. 제안된 학습동기 유발 정책들을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 부진 학생들에게 적용한 뒤 

학기말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방법이 내재적, 외재적 학습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하고 

제시하였다. 

키워드: 학습동기(learning motivation), 내재적 학습동기(intrinsic learning motivation), 외재적 학습동기(external 
learning motivation), 학습부진아(underachiever) 

I. Introduction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 

동기 유발이 되어야하지만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 학습자들일수록 

이를 도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학습동기 이론과 관련한 Keller의 

ARCS(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and Satisfaction) 모형

에 의하면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습자와 관련성이 

있는 내용으로 학습자의 욕구와 목표에 맞게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학습자가 성공의 확신을 느끼게 하고 내, 외적 보상으로 

학습 수행을 재강화할 것을 강조한다[1].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동기수준을 파악하고 그 수준에 맞는 교수 방법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동기 수준을 높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2].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습시 스스로 학습동기유발이 

잘 되지 않는 학습 부진 학습자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학습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내재적 학습 동기와 외재적 학습동기 부여 정책들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II. The Propose

1. Research Background

본 연구자는 수년간 프로그래밍 전공 수업을 담당하면서 학생들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학습 동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학습자들의 

적성, 학습 의욕,  학습 목표, 학습 자세 및 선수 학습에 대한 인지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그에 따라 수업 진도나 학습 수준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은 학습이 부진하게 

된 이유는 다양하나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수업에서 점점 

소외되거나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일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이 프로그래밍에 적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학습 의욕이나 

목표가 거의 없고 선수 과목에 대한 인지 정도가 매우 낮다. 프로그래밍 

수업의 특성상 한번 학습부진 상태가 되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회복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가능하면 빨리 이들을 구제하여 일반 학습자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의 학습부

진 학생들의 내재적 학습 동기와 외재적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성찰일지, 요약과제, 개별 상담의 방법을 선택하여 학습 

부진 학생들에게 적용해보았다. 

2. The Strategies for Encouraging Learning 

Motivation

2.1 자기성찰일지

수업종료 5~10분전 자기성찰일지를 나눠주고 그 날 수업에 대한 

정리 및 복습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질문이나 교수자와 

교감하고 싶은 본인의 느낌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일반 수업에서 

교수자가 다수의 학습자들을 지도하면서 놓칠 수 있는 학습자 개인의 

인지정도, 질의내용, 수업에 대한 의욕 및 느낌 등을 파악하여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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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자기성찰일지는 내재적, 외재적 학습동

기 부여를 모두 기대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2.2 요약 과제

단원종료 시 실시되는 퀴즈의 결과, 기준 점수 미달 학습자들에게 

해당 단원을 스스로 공부하여 요약해오도록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된 

요약과제에 대해 교수자가 다시 부족한 점을 피드백해주는 방법으로써 

외재적 학습동기 부여를 기대할 수 있다.
 

2.3 개별 상담

단원종료 시 실시되는 퀴즈 결과가 기준 점수 미달일 경우, 교수자가 

해당 학생을 불러 개별 상담을 실시한다. 교수자의 역할이 가장 큰 

방법으로 교수자는 해당 수업의 중요성, 장래 취업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설명해주고 해당 학습자의 학습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얘기한다. 이 방법은 학습자의 내재적 학습 동기 부여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The Questionnaire Result Analysis

한 학기 총 15차시 수업중 10차시 동안 제안한 방법들을 적용해보았

고 학기말에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분석을 하여 세 가지 

학습 동기 유발 방법들의 효과에 대해 분석을 해보았다. 학습 부진 

학생들 중에 46%의 학생들이 세 가지 방법이 모두 유사하게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13%의 학생들은 성찰일지가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프로그래밍 학습에 자신감을 부여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3%의 학생들이 자기성찰일지, 29%의 학생들이 

상담이라고 응답하였다. 

Fig. 1. The Effective Elements for Computer 

Programming Learning Motivation

Fig. 2. The Elements for Encouraging Confidence of 

Computer Programming Learning

III.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학습 부진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 정책들을 제안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 부진 학습자

들에게 적용해보았고 학기말에 설문을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자기성찰일지가 학습에 자신감을 부여하는데 효과적이었으

며 성찰일지, 요약과제, 상담 모두 학습 동기 유발에 비슷한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요약과제는 외재적, 상담은 내재적, 
성찰일지는 내재적, 외재적 학습동기 유발에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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