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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래밍 교과에서 학습참여도가 성취도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학습참여도는 예습참여도, 수업참여도, 

복습참여도로서 학습활동별로 측정되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세 개의 독립변수는 성취도를 설명하는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예습참여도는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두 요인 중 상대적 기여도는 복습참여도, 

수업참여도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프로그래밍 교과의 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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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프로그래밍 교육은 컴퓨터공학

을 전공하는 전공생 뿐 아니라, 비전공생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물론 

교육목표는 대상별로 논리적 사고력 함양과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함양으로서 다르지만 전자를 바탕으로 후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맥락은 일관된다. 이처럼 프로그래밍 교육은 매우 중요한 핵심 교과목

이다. 그러나 동시에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어려워하는 교과목 중 

하나이다[1][2]. 그러므로 학습자가 학습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느냐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 교과에서 

학습자의 학습참여도가 성취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였다.

II. 선행연구

학습참여도란 학습자가 학습에 참가하여 관계하는 정도를 의미한

다. 선행연구들에서 학습참여도는 학습의 정도, 분량, 비율, 범위, 

한도, 태도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정의된다. 참여수준, 몰입, 학습활

동 등에 대한 학습참여도는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III. 연구결과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세 개 학과에서 프로그래밍 교과를 수강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활동별로 나누어 예습참여도, 수업참여도, 

복습참여도의 세 개 변인과 성취도를 조사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는 

Crombach α = .81로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참여도가 

평균 3.36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복습참여도는 3.86, 예습참

여도는 3.07로 나타났다. 프로그래밍 교과의 성취도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의 분산분석 결과, 예습참여도, 수업참여도, 복습참여도가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44.588, 유의확률은 .000으로 성취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도 총 변화량의 34%가 모형의 독립변

수들에 의해 설명된다.

유의수준 .05에서 예습참여도(t = .844, p = .200)는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두 개의 독립변수

인 수업참여도(t = 4.880, p = .000), 복습참여도(t = .5.640, p 

= .000)는 성취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복습참여도가 더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β = .341), 

다음으로 수업참여도(β = .2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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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Participation in 

class
.360 .074 .297 4.880 .000

Participation in 

review
.454 .080 .341 5.640 .000

Participation in 

preview
.050 .059 .050 .844 .399

Table 1. Achievement according to learning participation 

(n = 267)

IV. 결론

프로그래밍 교과에서 학습참여도가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복습참여도, 수업참여도 순으로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을 준비하는 예습 역시 필요할 것이나 익숙하지 

않은 학습내용에 대해 사전에 다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학습자들

이 수업시간과 복습에 집중하는 정도가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은 새로

학습하는 내용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수자는 보다 활발한 학습자의 질문을 유도하고 

피드백하여 상호작용이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제한된 

수업시간 내에 새로운 개념이나 원리, 이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실습을 

모두 학습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질문이나 적용, 활용을 위한 질문을 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복습하는 동안에 학습자들은 수업내용을 보다 이해하고  활용하

기 위한 예제를 반복하고 사례를 탐색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교과에서 효과적인 교수전략으로서 복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피드백하

는 질문이나 퀴즈를 제시하고 진도를 나가기 이전에 배운 것을 간략히 

응용하는 예제를 제시하는 등 학습자의 복습참여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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