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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전공생 대상의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중・소규모의 학생 수로 구성된 학습에서도 학습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동질적 학습 집단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학부전공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집단구성이 학습자를 동질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요인인지 살펴보았다. 학습내용의 난이도는 
동질 집단을 분류하는 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난이도가 쉬운 중간성취도와 기말성취도를 나누어 요인을 분석
하였다. 또한 난이도와 상관없이 학기내 지속적 학습 의지를 갖는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두 성적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살펴보았다. 학습자의 성별과 학부전공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현재 학부전공별로 프로그래밍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수업환경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이도가 쉬운 
학습내용의 학업성취도에는 학습자의 개인적동기가 영향을 미쳤고, 난이도가 어려운 학습내용의 학업성취도와 성취도
의 유지에는 수행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프로그래밍언어, 동질 집단, 비전공생, 학업성취도,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learning environment on the 
learning achievement of the learners and to improve the learning achievement of the learners while 
accepting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change the class environment in which the middle and large 
group. Among the learner's positive and cognitive factors, we examined the factors that can classify 
learners into homogeneous groups in programming learning. The difficulty level of the learning 
contents influenced factors that classify the homogeneous group, and the factor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intermediate difficulty and the final achievement. In addition, we examin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difference between two grades in order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steady learning regardless 
of difficulty level. It was found that the learners' personal motivation influenced the learning 
achievement of easy learning contents, and the performance self - efficacy had influence on the 
learning achievement and achievement of difficult learning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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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SW교육의 필요성은 교육 정
책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공감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정
부는 2015 년부터 SW중심대학 사업을 추진하여 전공과 
상관없이 SW 역량을 갖춘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전공과 SW교육, 과학, 경영 등 다
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학생들의 인문역량을 강화하기 위
한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SW 인재 양성의 필요
성이 대두되면서 인문, 사회, 경영 등 다양한 전공 분야로 
SW 교육이 확대하고 있다[1]. IT 계열이 아닌 비전공 학
생들도 사회적 변화와 필요성에 맞추어 SW강의를 수강
하고 있다[2].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SW교육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 SW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사고력과 창의성, 문제해결력을 길러주
는 것이다[3]. 두 번째,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해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4]. 

비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SW교육은 교양교육의 형식
이나 융합전공의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다. A 
대학의 경우 프로그래밍 수업은 20명 이상의 중・소 규
모로 구성되어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 규모가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생 수가 
많으면 학생들은 교수자로부터 개인적 피드백을 받기 힘
들어 수업에 힘들어 한다. 교수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수
준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설계를 하기 힘들다[5]. 프로그래밍은 개인차가 
많이 나타나는 학습영역이다. 특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각각 학생들은 다른 속도로 이해하고 학습한다[6]. 동일
한 출발점에 있는 초보 학습자도 큰 노력 없이도 프로그
래밍을 잘 이해하는 학생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
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다[7].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수
준차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교수방법에 따른 학습 성취도
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소규모의 협동학습으로 이루어 져서 20명 이상의 학습규
모의 대학교육에 적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도 있다. 또한 강의 당 수강생을 줄이는 것도 현실적
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수월한 수업진행과 학습
자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유사한 학습요소를 
갖춘 학생들로 수업집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학에서는 수강신청에 따라 또는 같은 학과로 구

성된 학습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수업이 이루어지
고 있다[2].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의 경우 학습자
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질적 학습 집단 구성을 위한 요인
에 대해 제시하고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비슷한 학습자 특성을 가진 학생들로 동질적인 집
단을 이루어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특별한 수업환경
의 변화 없이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생의 입장에서
는 개별학습과 같은 효과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한다. 

2. 비전공자 대상 SW 교육

2.1 SW 교육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현재의 교육목표가 

4C(creativity 창의성, citizenship 인성, collaboration 
협업능력, communication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는 
SMART 교육으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SMART 교육은 디
지털 세대의 특성 및 사회변화를 고려한 역량중심교육체
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
하는 정책이다[8]. 역량중심교육의 목표는 전문적인 전공 
지식을 갖추고(전문성)을 갖추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해
결하거나 비판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
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협업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융합인재이다. 프로그래밍 작업은 주어진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문제를 정의하고 처리 알고
리즘을 작성 후 복잡한 문제의 패턴을 찾아 실생활에서 사
용할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과정이다[7-9]. 특정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과정을 일정한 형식의 언어로 번역
하는 과정인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 창의성, 컴퓨팅사고
력, 협업 능력 등의 고등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다[10,11]. 
프로그래밍 교육은 융합형 교육의 효과적 도구로서 문제를 
파악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사
고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을 신장시킨다[11-14].

SW교육은 전공과의 융합을 통해 학습능력과 학습동
기가 증진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5]. SW 인재 양성의 필
요성이 대두되면서 인문, 사회, 경영 등 다양한 전공 분야
로 SW 교육이 확대하고 있다[1]. 우리나라는 SW 중심사
회에 대비하여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
적이고 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SW 기반 문
제해결 역량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SW 프로그래밍 교
육을 필수로 포함하는 추세이다[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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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질적 학습 집단의 필요성
프로그래밍 수업은 학습자의 개인차가 많이 나타나는 

과목이다. 개인차는 수업의 진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다. 대학교육에서는 컴퓨터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비전공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18].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 비전공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학습을 어려워하고 SW 학습에 대한 체감 난이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프로그래밍 초보학
습자를 큰 노력 없이도 프로그래밍을 잘 이해하고 학습
하는 학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7].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 속도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된다(Jenkins 과 Davy(2000). 다양한 학습 특성
과 수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동일한 수업자료와 수업
방법으로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학습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교수자 입장에서도 모든 학
생들에게 적절한 방식의 수업설계를 하기가 힘들다[5]. 
개인차가 심한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전통적 방식의 수업
방식을 대체하는 수업 방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고 그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프로젝트학습, 
pair 학습, 가상공간을 활용한 pair 학습, 개별학습 등 다
양한 수업방식도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
난다[20]. 그러나 이러한 수업방식을 강의형태의 대학교육
에 적절히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 교육에서는 실습실과 학생 수에 대한 현실
적 제약으로 기존의 강의수업 형식으로 SW 실습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습의 수
준 차는 수업의 난이도가 어려워질수록 더욱 커진다. 이 
연구는 개인차가 작은 학생들로 동질적인 수업 집단을 
만들어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집단학습이 개별학습의 효
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때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
인지를 알아봄으로써 개인차가 적은 수업 집단을 구성하
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3. 사례 연구

3.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소재 A 대학교 핵심교양과목으로 개설

된 [C 프로그래밍] 교과목을 수강한 학부생 47명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다. 16주 동안 1주에 3시간씩 수업을 진행

하였다. 수강대상은 소프트웨어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전공 학생은 A 대학교의 공대생을 제외한 인
문대학, 경영대학, 예체능대학, 사회대학 계열 학생만을 
포함한다. 

3.2 연구 설계
학습자의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지적・정

의적 영역으로 나누었다(주영주, 한상윤, 김나영, 2013). 
독립요인으로 인지적 영역(cognitivie domains,)에 해
당하는 요인은 성취목표(Achievement Goals), 인지적 
관여(Cognitive Engagement), 그리고 학업적 자기조절
(Academic Self-Requlation)이다. 정의적 영역
(affective domains)에 해당하는 요인은 학업적 흥미
(Academic Interest),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 교사의 학업적 지원(Academic Suport 
from the Teacher)이다. 학습자의 성별과 학년도 독립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종속요인은 난이도에 따라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중간성취도, 
기말성취도 그리고 두 성취도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프
로그래밍 수업에서 수업내용의 난이도는 학습자의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과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C 
프로그래밍 언어의 경우 학습자가 이해와 프로그램 작성
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포인터와 배열 그리고 정렬을 이
용한 알고리즘 부분은 중간성취도 측정 이후에 진행을 
하였다. 중간성취도와 기말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하여 수업 내용의 난이도에 따른 
교수설계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학업적 흥미(Academic Interest)는 교실상황에서 자
극에 대해 일시적으로 유발된 주의집중과 정서적 반응이
다[21]. 개인적 차원에서는 학생들이 해당 과제나 과목에 
대해 어느 정도로 비교적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이다
[22].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주어진 학습과제를 성공적으로 학습하거나 수행해 낼 수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확신을 가리킨다[23]. 하위 차원
으로는 학습자기효능감(Self-Efficacy for Learning)과 
수행자기효능감(Self-Efficacy for Performance)이 포
함하는 개념이다. 학습자기효능감(Self-Efficacy for 
Learning)은 학생들이 새로운 학습지식과 기술을 성공
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기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믿음을 측정한다. 수
행자기효능감(Self-Efficacy for Performance) 이 차
원은 학생들이 특정 과목에서의 학업수행을 요구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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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까지 이행해 낼 수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믿음을 측
정한다[23]. 성취목표(Achievement Goals)란 학생들이 
주어진 성취상황에서 성취관련 행동을 취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를 가리킨다. 성취목표를 숙달목표(TAMG), 
수행접근목표(TAPAPG), 수행회피목표(TAPAVG)로 나
누어 조사한다. 이 요인들은 봉미미 외 다인이 개발한 
SMILES(Student Motivation in the Learning 
Environment Scale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4]. 16
주차수업 종료 후 측정 하였다. SPSS를 이용하여, 전체 
변인들의 요인 분석을 우선 실시하였다. 소속 단과대와 
성별의 차이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ANOVA 검사를 실시하였다. 성취목표, 흥미, 학습,  
중간성취도, 기말성취도, 성취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3 성취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
성취도에 미치는 요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중간성취도와 관계있는 요인은 개인적흥미(TAII) .462,  
학습자기효능감(TASEL) .324, 수행자기효능감(TASEP) 
.362, TAMG .368, 인지적관여(TCE) .331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말성취도와 관계있는 요인은 
개인적흥미(TAII) .363, 학습자기효능감(TASEL) .307, 
수행자기효능감(TASEP) .638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말성취도와 중간성취도간의 성적 차이(기
말성취도-중간성취도)와 요인간의 상관관계도 살펴보았
다. 이때 100점 만점으로 기말성취도와 중간성취도의 성
적은 난이도가 어려웠던 기말성취도의 성적이 더 낮게 
나타나서 마이너스값을 갖는다. 두 성적사이의 차가 작을
수록 성적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두 성적사이의 차
이와 관계있는 요인은 수행자기효능감(TASEP) .451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ender N Mean Std.Deviation t Sig.

mid 
achievement

M 35 96.66 7.27
0.91 0.38

F 12 90.41 23.42

final 
achievement

M 35 82.63 18.55
1.03 0.31

F 12 76.22 18.21

final-mid 
achievement

M 35 -14.03 16.74
.030 0.98

F 12 -14.18 11.38

Table 1. average difference of achievement by gender

Table 1은 성별에 따른 성취도 평균차이 분석 결과
(t-검증)이다. 중간 성취도와 기말성취도는 남자가 여자

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차이검정 결과는 중간성취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지만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
게 나타났다.

소속 단과대에 따른 기말 성취도의 차이를 ANOVA 
분석을 통해 검사하였다. Table 2는 Levene 검정결과이
다.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게 나타나서 각 집단의 등분
산이 가정된다. 

F df1 df2 Sig.

1.88 6 40 0.11

Table 2. Levene'sTest of Equality of ErrorVariancesa

 

Table 3에서는 단과대별 평균을 경영대학, 사회과학
대학, 정책과학대학, 인문과학대학, 기타, 경제금융대학, 
예술체육대학 순으로 표시하였다.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게 나타나 각 단과대별로 평균의 차이가 있지만 이 평
균의 차이를 유의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dep Mean Std.Error N F Sig.

Economics 89.705 5.493 11 1.22 0.31

EconoFinace 71.821 6.886 7 　 　

Etc 80.417 10.518 3 　 　

Social Science 85.875 9.109 4 　 　

Art & Athelet 65.875 9.109 4 　 　

Humanities 81.364 5.493 11 　 　

Policy Science 82.036 6.886 7 　 　

Table 3. the difference of departments 

중간고사 성취도와 학업적 흥미 하위분류 중 개인적흥
미,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차원인 학습자기효능감과 수
행자기효능감. 성취목표중 숙달목표, 인지적관여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흥미, 학습자기효
능감, 수행자기효능감, 인지적 관여, 숙달목표가 중간고
사 성취도에 미치는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
석을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VIF값은 
모두 3보다 작은 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Durbin-Watson은 2.67 로 자기상관
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데
이터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중간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개
를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분산분석에서 p<0.05 이므로 독립변수 중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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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 IV
UC SC

t Sig. F Sig.
B SE Beta

mid TAII 5.35 1.58 0.452 3.40 0.001 11.53 0.001a

Table 4. mid achievem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ble 4는 단계선택방법에 의한 회귀분석 실시 결과
이다. 회귀분석결과 개인적흥미(TAII)가 독립변수들 중 
영향력있는 변수롤 유일하게 선택되었다. p<0.01로 중간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적 
흥미가 중간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을 수정된 결정계수는 
0.186이다.

기말고사 성취도와 학업적흥미 하위분류 중 개인적흥
미,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차원인 학습자기효능감과 수
행자기효능감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요소가 기말고사 성취도에 미치는 설명력을 알아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에서 VIF값은 모두 3보다 작은 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Durbin-Watson은 
2.33 로 자기상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산분석에서 p<.05 이
므로 독립변수 중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V IV
UC SC

t Sig. F Sig.
B SE Beta

final
d

constant 23.23 12.11 　 1.92 0.06 11.92 .000a

TAII 0.38 2.46 0.02 0.15 0.88 　 　

TASEL 5.72 3.01 0.32 1.90 0.06 　 　

TASEP 5.23 1.06 0.85 4.94 0.00 　 　

Table 5. final achievem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ble 5는 단계선택방법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회귀분석결과 수행자기효능감이 독립변수들 
중 영향력있는 변수롤 유일하게 선택되었다. p<0.01로 
기말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
행자기효능감이 중간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을 수정된 결
정계수는 0.416이다.

3.4 성취도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프로그래밍 수업은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비전공학생

들이 진도를 이해하며 따라가기 힘들어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수업의 수준이 어려워 지더라도 포

기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성취도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기말성취도와 중간성취도이 차이가 적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기말성취도와 중간성취도 차이는 기
말성취도 - 중간성취도로 계산하였다.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여 기말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서 성적은 모두 떨
어져서 모두 - 값을 갖고 있다. 즉 기말고사 성적이 좋을
수록 두 성적의 차는 적은 것이다. Table 6은 단계적 회
귀분석 결과이다. 두 성적사이의 차이와 관계있는 요인은 
TASEP, 수행자기효능감(TASEP)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p<0.01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행자기효능감이 성적의 유의
미한 변화를 설명하는 수정된 결정계수는 0.185이다. B
의 값은 2.309라는 것은 TSEP가 높을 수록 두수의차는 
작다는 것이다. 수업내용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수
행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 수록 기말고사 성취도가 유
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행자기효능감(TASEP)이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p<0.01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V IV
UC SC

t Sig. F Sig.
B SE Beta

finalmid constnat 51.66 11.28 　 4.58 0.00 11.47 .001a

　 TASEP 2.31 0.68 0.45 3.39 0.00 　 　

Table 6. final-mi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비전공자가 프로그래밍 언어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프트
웨어 중심 대학의 비전공자 대상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
은 단과대의 전공별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같은 학부
전공생들이 한 수업집단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 강의 규
모는 25명이상의 규모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비슷한 학습속도의 학습자들 구별할 수 있는 
학습자 특성 요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학습 집단을 구성
함으로써 대다수 학생에게 맞는 적절한 수준과 속도로 
수업이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정의적 요인은 개인

적흥미(TAII), 학습자기효능감(TASEL), 수행자기효능감
(TASEP) 인지적 요인은 인지적관여(TCE), 숙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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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G)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자의 성취도에 성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
습자의 학부 전공은 성취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SW 중심대학에서 비전공대
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래밍 수업이 같은 학부전공이 
하나의 클래스를 이루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는 이러한 집단 구성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넷째, 중간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흥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말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행자기효능감(TASEP)인 것으로 나타났
다. 여섯째, 성취도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행
자기효능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성취도는 난이도가 쉬운 부분을 학습 후 중간성취
도 측정이 이루어져서 프로그래밍에 개인적 흥미가 학습
자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난이도가 
쉬운 학습과정은 학습자의 개인적 흥미가 동질잡단을 구
성하는데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말성취도는 
비전공학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포인터와 배열 정
렬 부분을 학습 후 기말성취도를 측정하였다. 전체적으로 
중간 성취도보다 성적이 낮게 나왔다. 학습자의 수행 자
기효능감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
취도 유지에도 수행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이 어려운 경우 수행 자기효능감이 동질집
단을 구성하는 데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
래밍 언어와 수업수준의 난이도에 따라 동질학습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교수자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수업 난
이도와 수업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동질집단에서 적정한 난이도와 학습속도에 
맞춰 진행되는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비전공대생이 수업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 대상자 47명으로 동
질 적 학습 집단을 위한 요인으로 일반화에는 어려움은 있
지만,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비전공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
프트웨어 교육의 초기 시점에서 동질적 학습 집단 구성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연구 결과로 쓰이길 바란다. 

연구의 결과에 따라 동질적 집단을 구성하고 성취도를 
측정하지 못한 부족한 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
정이다. 동시에, 개인적 흥미와 수행 자기효능감을 기반
으로 동질집단으로 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성취도를 
측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장하고 실제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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