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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수업 이해를 돕고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업과 연계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운영해보고 이중 성찰일지를 통한 학습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년 동안 담당한 프로그래밍 수업에 적용해

보고 대상 학습자들의 성적 분석을 통해 학습 효과 정도를 제시한다.   

키워드: 학습동기(academic motivation), 성찰일지(reflectiive journals), 튜터링(tutoring)

I. Introduction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습은 학습자가 오랜 시간동안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학습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초 학습에서 학습 결손이 

일어난 경우 중간에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고학년에 개설된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많은 학습자들은 취업과 밀접하다는 점과 학점 

취득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어 기초학습이 부족하지만 프로그

래밍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프로그래밍 수업 내용의 

특성상 단시간에 저학년에서의 기초학습 공백을 보충하고 실력 향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좌절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본 연구자는 여러 해 동안 수업내에서나 

수업 외 시간에 다양한 보조 학습활동들을 병행하면서 학습자들을 

독려해왔다. 튜터링, 성찰일지, 전공스터디, 개별 상담 등 다양한 

보조 학습 활동들을 프로그래밍 수업에 운영해오면서 해마다 학습자들

의 학습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남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에서 성찰일지를 통해 학습활동을 한 경우의 학습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제 수업 적용 후 학습자들의 성적 분석을 통해 

학습 효과를 검증해보았다. 

II. Learning Activities for improving Academic 

Motivation

1. Reflective Journals

성찰일지는 해당일의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담당교수와 학습자와의 

의사소통의 창구로 활용될 수 있었다. 담당 교수는 성찰일지 양식을 

만들어 수업 종료 10분전에 배부하였다. 성찰일지의 서두는 수업 

내용에 대한 중요 키워드 작성 및 내용 요약이나 문제 풀이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간 이후는 학습자 개인의 느낀 점, 질문, 스스로 

느끼는 수업의 이해도를 작성하게 하였다. 작성된 성찰일지는 교수자

만 참고할 수 있게 하였고 동료 학습자 간에는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또한 교수자는 러닝코치로서 성찰일지를 분석하고 다음 수업 계획에 

분석결과를 반영하였다. 제출받은 성찰일지에서 문제풀이는 채점하고 

느낀 점과 질문에는 서술형 피드백을 작성하여 다음 수업시간에 

개별 학습자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즉시 피드백을 해 주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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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Grade Distribution of Learners attending to 

two-typed learning activities

2. Tutoring team 

튜터링 팀은 정규 수업의 진도를 따라가면서 학생들끼리 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 및 응용, 심화 등의 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매 학기 초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담당 교수의 권유로 4~5개의 

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왔다.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 중, 성적 

우수자의 자원을 받아 튜터를 선발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거나 

이전 학기 선수 과목 성적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학생들 그리고 군 

휴학 등으로 오랜 휴학 후 복학한 학생들에게 튜티 참여를 권유하여 

팀을 구성하였다. 담당 교수는 튜터링 팀마다 한 학기 두 번에 걸쳐 

상담을 통해 학습 진도, 교수법 등에 대해 조언해주고 학생들의 건의사

항을 받아 애로사항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튜터에게 팀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 은행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Ⅲ. Evaluation Results

1. Research Objects

본 연구는 컴퓨터정보과 2학년 2학기 전공 수업인  객체지향언어실

습 수업에 대해 2년동안 다른 보조 학습 활동을 진행해보고 학습자들의 

최종 성적을 분석하여 학습효과를 비교해보았다. 객체지향언어실습은 

자바 프로그래밍의 심화 수업으로써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운영하며 

중간고사는 필기 평가, 기말고사는 프로젝트 개발을 통한 실기 평가를 

한다. 2014년 2학기 객체지향언어실습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의 개별 

학습을 돕기 위한 보조 학습 활동으로 튜터링을 운영하였고 2015년 

2학기 같은 수업에서는 성찰일지와 튜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 학생 수는 2014년과 2015년 동일하게 71명이었다.  

2. The Results by Applying Learning Activities

수업에서의 보조 학습 활동으로 튜터링만을 적용한 경우(2014년)
와 튜터링과 성찰일지를 함께 적용한 경우(2015년), 학습자들의 최종 

성적 결과를 근거로 학습 효과를 비교한 결과는 Fig.1과 같다. 우선 

전체 성적 평균을 비교해보면 튜터링+성찰일지를 적용한 경우 학습자

들의 성적 평균이 71.76점, 튜터링만을 적용한 경우는 66.65점이어서 

5점 이상이나 차이가 났다. Fig.1의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찰일

지를 적용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중간 이하 점수를 획득한 

학습자들이 현저히 낮고 대신 중간 이상 점수 획득자가 크게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90점 이상의 상위 학습자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으며 50~70점 사이의 중하위권 학습자는 현저히 적다.   

Ⅳ. Conclusions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성찰일지를 활용했을때의 학습 효과는 기대했

던 것보다 훨씬 컸다. 매 수업 종료 무렵에 성찰일지를 작성하면서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모르는 것을 교수자에게 서면으로 바로 

질문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격이 소극적인 학습자들도 

질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모르는 부분을 바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교수자가 응답을 할때 학습자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칭찬과 격려를 한 것도 학습 동기를 높이고 실제 성적 

향상의 결과를 낳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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