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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학습자 전공분야의 융합 가능성

탐색 - 컴퓨터 비전공 대학 신입생을 중심으로 -

Exploring the Convergence Possibility of Learner's Major Field in 
Software Project -Focus on the Non-Computer Major Freshmen- 

정혜욱*

Hye-Wuk Jung*

요 약 최근 여러 학문 분야와의 협력과 통합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대학에서는 타 전공지식과 소프트웨어 소양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소

프트웨어 역량 교육의 필수화를 추진하고 있다. 컴퓨터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다양한 지식을 활용 및 적용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비전공 대학 신입생들이 소프트웨어 교과목을 이수하며 만들어낸 프로

젝트와 학습자의 사전 사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봄으로써 소프트웨어와 학습자 전공분야와의 융합 가능성을 탐색

하고 향후 컴퓨터 비전공 대학 신입생들의 소프트웨어 교육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주요어 : 융합, 비전공자,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Abstract Recently, the necessity of education for developing the capability to create new knowledge and 
creatively solve problems through cooperation and integration with various disciplines is increased. And a lot of 
universities carry out software capability education to bring up talents capable of creative fusion with other 
major and software knowledge. To bring up talents capable of creative fusion through software education for 
non-computer majors, it is important for learners to develop ability to solve problems by using and applying 
various knowledge for themselves.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convergence between software 
and learner's major fields by analyzing software projects made by non-computer major freshmen through 
software class and the results of pre-post surveys of the class and proposes the future direction of software 
education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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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은 기존에 하나의 기술만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재에서 다방면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자신만

의 전문성을 갖는 융합형 인재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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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러 학문 분야와의 협력과 통합을 통한 새로운 지

식의 창출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

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

융합의 핵심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분야에 대한 지식

만으로는 새로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

한 관심과 통찰, 방법을 통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학문영역 사이의 관계와 주요 개념이나 원리

또는 문제를 연결하여 탐구함으로써 의미 이해를 깊게

하고, 새로운 원리의 적용을 통해 창의적 능력을 개발

할 수 있는 것을 융합적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다[2].

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 핀란

드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창의

적인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과

학(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

학(Mathematics) 교과목에 대한 통합교육정책인

STEM이 있다[3]. 우리나라에서는 예술(Art)를 추가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인 STEAM(Science + Technology

+ Engineering + Art + Math)를 2011년에 도입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4]. STEAM의 구성

요소는 지식 기반의 과학과 기술 영역, 사고 기반의 공

학 영역, 감상 기반의 예술 영역, 그리고 언어 개념 기

반의 수학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5가지 학문분

야가 융합되었을 때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

다는 교육 방법이다.

융합적 사고는 문제의 핵심적 원리를 발견하는 상위

사고과정의 바탕을 이루는 능력으로 창의력과 같은 고등

사고능력과함께지식을전이시키고융합시킬수있으며,

또한 학습자스스로문제를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을

활용 및 적용하여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융합적 사고력은 핵심적 원리의 발견,

다양한지식의활용및적용을그구성요소로볼수있다.

이와 같은 융합적 사고를 배양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타 전공지식과 소프트웨어 소양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

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역량 교육의 확대 및 필수화를

추진하여 교양필수 과목으로 소프트웨어 교과목을 컴

퓨터 비전공 학생들에게 이수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

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5].

그러나 컴퓨터 비전공 학습자가 3학점 이내의 교양

수업을 통해 다학제간 지식의 융합능력을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현실적인 교육방법의 모색이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비전공 대학 신입

생들이 소프트웨어 교과목을 이수하며 만들어낸 소프

트웨어 프로젝트 결과를 통해 전공분야의 융합사례를

탐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소프트웨어 교과목을 통한

융합인재 양성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나아가 학습자의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수업진행

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Ⅱ. 컴퓨터 비전공자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및 구성원

본 연구는 2018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경기도에

있는 K대학교에서 3학점 교양필수 과목인 “소프트웨어

기초”를 수강한 1학년 컴퓨터 비전공 신입생을 대상으

로 진행하였다.

1.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소프트웨어 교육에 사용한 컴퓨터언어는 프로그래밍

입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파이썬(Python)을 사용하였다

[6]. 교육과정의 범위는 프로그래밍 문법의 기본적인 요

소가 포함되는 입출력, 변수, 자료형, 연산자, 리스트,

조건문, 반복문, 함수 및 모듈의 활용까지로 구성하였

다. 수업은 매주 프로그래밍 문법의 기본문법을 교수자

의 설명과 프로그래밍 시연과정을 통해 학습한 후 학습

자들이 직접 기본 예제를 따라해 보고 블라인드 처리된

단계별 응용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7]. 학기말에 시행한 프로젝트 수

업은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전공분

야나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주제를 결정하고 수업시간

에 배운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제작하게 하였다. 전체

적인 수행과정은 프로젝트 계획→토론→개발→완성 과

정으로 구성하고 프로그램 파일과 보고서를 최종 결과

물로 제출하게 하였다[8].

2. 소프트웨어 교육 구성원

본 연구 대상자의 단과대별 인원은 소프트웨어 수업

에 참여한 전체 구성원 554명 중 인문대학(122명,

22.0%), 지식정보서비스대학(325명, 58.7%), 창의공과대

학(16명, 2.9%), 예술체육대학(91명, 16.4%)으로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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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과목 교육 구성원

Table 1. Subject Education Members

단과대 학과 및 전공 합계(명) 총합(명)

인문

대학

유아교육과 9

122

국어국문학과 15

영어영문학과 20

중어중문학과 9

사학과 15

문헌정보학과 9

문예창작학과 11

글로벌어문학부 34

지식

정보

서비스

대학

법학과 19

325

행정학과 39

경찰행정학과 3

휴먼서비스학부 57

국제관계학과 15

국제산업정보학과 5

경제학부 53

지식재산학과 8

경영학과 41

무역학과 41

회계세무ㆍ경영정보학부 44

창의공

과대학
건축학과 16 16

예술

체육

대학

서양화ㆍ미술경영학과 4

91

입체조형학과 9

한국화ㆍ서예학과 9

체육학과 13

디자인비즈학부 23

스포츠과학부 33

총 합(명) 554 554

Ⅲ. 컴퓨터 비전공자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의 프로젝트 결과 분석은 객관성, 전문

성, 타당성을 고려하여 인문, 사회, 예체능, 컴퓨터 교육

분야의 전문가 4명의 토의를 통해 진행하였다.

1. 소프트웨어프로젝트에전공지식적용여부에대한분류

학습자들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전공지식을 적용하여 융합적 사고를 하였는지 관찰하

기 위해,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학문과 관련된 전공지

식을 프로젝트에 적용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표

2는 학습자들의 프로젝트 결과물을 전공 또는 관심 분

야별로 분류해놓은 결과로 전공분야 47명(8.5%), 관심

분야 507명(91.5%)의 분포를 보였다. 전공분야의 경우

관심분야에 비해 낮은 분포를 보이는 이유는 학습자들

이 신입생이므로 아직 전공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한 학기동안 프로

그래밍 기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한 후 전공분야를

적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공분야를 적용한 예로는 사학과

의 ‘역사퀴즈 프로그램’, 문헌정보학과의 도서관 ‘무인대

출 반납기’, 경영학과의 ‘직원관리 시스템’, 스포츠학과

의 ‘체육실기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관심분야는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프로그램(포스시스템, 게임,

추천시스템 등)이나 퀴즈나 운세 프로그램과 같이 콘텐

츠적인 측면을 다루는 내용 등이 있었다.

표 2. 프로젝트 분야

Table 2. Project Fields

단과대 학과 및 전공
분야(명)

전공분야 관심분야

인문

대학

유아교육과 0 9

국어국문학과 0 15

영어영문학과 1 19

중어중문학과 0 9

사학과 4 11

문헌정보학과 5 4

문예창작학과 0 11

글로벌어문학부 0 34

지식

정보

서비스

대학

법학과 2 17

행정학과 0 39

경찰행정학과 0 3

휴먼서비스학부 0 57

국제관계학과 0 15

국제산업정보학과 2 3

경제학부 2 51

지식재산학과 0 8

경영학과 7 34

무역학과 2 39

회계세무ㆍ경영정보학부 3 41

창의공

과대학
건축학과 2 14

예술

체육

대학

서양화ㆍ미술경영학과 0 4

입체조형학과 0 9

한국화ㆍ서예학과 5 4

체육학과 3 10

디자인비즈학부 3 20

스포츠과학부 6 27

총 합(명)
47 507

554

2.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주제선정에 대한 분류

학습자들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수행함에 있어 실

제로 어떠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주제선정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게임, 계산, 기타 부분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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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프로젝트 주제

Table 3. Project Topics

단과대 학과 및 전공
주제(명)

게임 계산 기타

인문

대학

유아교육과 1 0 8

국어국문학과 1 10 5

영어영문학과 2 11 7

중어중문학과 2 2 5

사학과 1 6 8

문헌정보학과 2 0 7

문예창작학과 4 4 3

글로벌어문학부 8 6 20

지식

정보

서비스

대학

법학과 4 8 7

행정학과 12 16 11

경찰행정학과 0 2 1

휴먼서비스학부 8 28 21

국제관계학과 0 6 9

국제산업정보학과 0 5 0

경제학부 11 21 21

지식재산학과 0 4 4

경영학과 5 21 15

무역학과 11 18 12

회계세무ㆍ경영정보학부 5 24 15

창의공

과대학
건축학과 5 6 5

예술

체육

대학

서양화ㆍ미술경영학과 0 2 2

입체조형학과 0 1 8

한국화ㆍ서예학과 1 1 7

체육학과 2 4 7

디자인비즈학부 5 8 10

스포츠과학부 2 10 20

총 합(명)
92 224 238

554

하였다. 주제선정 부분에서의 분류결과는 게임(92명,

16.6%), 계산(224명, 40.4%), 기타(238명, 43.0%)로 표 3

과 같이 단과대별 분포를 나타내었다. 게임은 ‘타로’,

‘홀수짝수’, ‘가위바위보’, ‘낱말 맞추기’, ‘복권’, ‘주사위’

등이 있었고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은 ‘월급’, ‘자판기’,

‘학점’, ‘장학금’ 등의 금액 및 값을 산출하거나 택배 수

령일, 버스환승 요금과 같이 날짜나 금액을 계산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기타의 경우 도형 및 캐릭터 등

과 같이 터틀 그래픽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추천

프로그램(영화, 음식, 향수, 옷 등), 예측 프로그램(키,

신발사이즈 등)이 있었다. 이밖에 ‘랜덤 코인 노래방’,

‘할인쿠폰 무작위 증정’과 같이 랜덤 값을 적용한 주제

의 프로그램도 있었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주제 부분에서는

학습자가 평소에 자주 접하게 되는 게임이나 금액 등을

산출 할 수 있는 계산, 추천이나 예측을 해주는 기타주

제로 분류 할 수 있었다. 기타 항목의 경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아직 신입생이라 전

공 보다는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경험으로부

터 프로젝트 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접근방식에 대한 분류

본 연구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

용한 텍스트 코딩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므로 프

로젝트 작업을 텍스트 코딩 기반으로 하거나 터

틀 그래픽 모듈을 이용하여 실행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텍스트와

터틀 그래픽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표 4. 프로젝트 접근방식

Table 4. Project Approaches

단과대 학과 및 전공

접근방식(명)

텍스트
터틀

그래픽
혼합

인문

대학

유아교육과 8 1 0

국어국문학과 12 0 3

영어영문학과 17 0 3

중어중문학과 9 0 0

사학과 15 0 0

문헌정보학과 5 0 4

문예창작학과 11 0 0

글로벌어문학부 26 3 5

지식

정보

서비스

대학

법학과 17 0 2

행정학과 29 5 5

경찰행정학과 3 0 0

휴먼서비스학부 44 0 13

국제관계학과 12 1 2

국제산업정보학과 3 0 2

경제학부 37 3 13

지식재산학과 4 1 3

경영학과 32 8 1

무역학과 26 7 8

회계세무ㆍ경영정보학부 34 0 10

창의공

과대학
건축학과 14 0 2

예술

체육

대학

서양화ㆍ미술경영학과 2 0 2

입체조형학과 8 0 1

한국화ㆍ서예학과 4 0 5

체육학과 7 2 4

디자인비즈학부 18 0 5

스포츠과학부 16 2 15

총 합(명)
413 33 108

554

따라서 학습자들이 프로젝트를 구현함에 있어 수업

시간에 습득한 코딩지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분석하

기 위해 프로젝트 접근방식을 텍스트기반, 터틀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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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기반, 혼합(텍스트 & 터틀 그래픽)로 분류하였다.

표 4는 접근방식에 따른 프로젝트 결과물의 분류결

과를 나타낸다. 텍스트(413명, 74.5%), 터틀 그래픽(33

명, 6.0%), 혼합(108명, 19.5%)로 텍스트 방법으로 접근

한 경우가 74.5%로 가장높게 나타났다. 이는 터틀 그래

픽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모방하며 코딩연

습을 하기에는 용이하나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자가 원

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벡터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양한 함수를 적용하여 표현해야하기 때문에 아

이디어를 정확히 구현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

다. 텍스트와 터틀 그래픽을 혼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텍스트 값으로 입력을 받아 터틀 그래픽으로 숫자, 도

형 등의 그림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였다.

Ⅳ.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전공분야

융합사례

앞 절에서 분석한 학습자들이 자신의 전공분야 지식

을 적용하여프로젝트를 수행한융합사례는 표 5와 같다.

Ÿ 사학과의 ‘역사 골든벨’

한국사 문제로 이루어져있는 역사 퀴즈를 프로그램

으로 문제의 범위를 석기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

선시대, 일제강점기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사용자 연

령에 따른 난이도 조절과 함께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

에 사용자가 맞힌 퀴즈의 개수 출력하는 기능을 구현하

였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들에게 역사 지식을 함양

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작되었다.

Ÿ 경제학부의 ‘실질 GDP 계산기’

경제학 전공 학습에서 많이 다루는 실질 GDP 변화

과정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복잡한 계산과정을 깔끔

하게 해결해주고 입력 값을 다양하게 대입하여 결과 값

을 산출해 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전

공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 프로그램을 개발

한 대표적인 예이다.

Ÿ 한국화·서예학과의 ‘turtle 그래픽으로 글씨쓰기’

학습자가 전공이 서예학인 점에 고안하여 도출한 아

이디어를 적용하여 turtle 그래픽으로 글씨를 쓰는 프로

그램을 제작하였다. 또한, 다양한 글자를 쓸 수 있도록

입력 글자는 텍스트 모드에서 입력하고 결과 값은 그래

픽 창을 통해 나타낼 수 있게 하였다.

Ÿ 스포츠과학부의 ‘체대 입시 실기측정 프로그램’

학습자가 체대 입시 지원 과정에의 경험을 기반으로

실기 종목을 멀리 뛰기, 달리기, 높이뛰기로 구성하여

실기능력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또한, 체

대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부족한

실기 능력을 피드백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비록 소수이나 컴퓨터 비전공 학습자들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공분야의

지식을 활용하거나 연관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융합

한 다양한 사례를 관찰할 수 있었다.

Ⅴ. 학습자의 사전사후 설문조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기초’ 교과목을 수강하는

컴퓨터 비전공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활용

도, 컴퓨터에 대한 자신감, 응용력 및 창의력 향상 정도

에 대해 2018년도부터 2019년도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설문조사 질문

표 6은 설문조사의 질문 문항으로 소프트웨어 활용

도, 컴퓨터에 대한 자신감, 응용력 및 창의력 향상 정도

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전·사후로 나누어

져 있다. 1번 문항에서는 소프트웨어 활용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공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도움이 되

거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2번 문항을

통해 평소 컴퓨터에 대한 자신감 정도와 소프트웨어를

학습한 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3번 문항에서는 소프

트웨어 학습 전·후에 느끼는 학습자 본인의 응용력 및

창의력 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1주차 수업시간에는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사후 설문조사는 기말프로

젝트 제출 일주일전인 14주차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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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프로젝트 제목)
알고리즘(순서도) 프로그램

사학과

(역사 골든벨)

경제학부

(실질 GDP 계산기)

한국화·서예학과

(turtle 그래픽으로

글씨쓰기)

스포츠과학부

(체대 입시 실기측정

프로그램)

표 5.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융합사례

Table 5. Software Project Convergenc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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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설문조사의 사전·사후 질문

Table 6. Questions of Pre-Post Survey

번 호 설문조사 질문

1

사전
소프트웨어교육이본인의전공공부에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후
본교과목에서학습한내용을전공분야에활용

할 수 있을 거 같다.

2

사전
귀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후
본 교과목을 수강 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다.

3

사전
귀하는 응용력 및 창의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후
본 교과목을 수강 후 응용력 및 창의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된다.

2.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은 1점(매우부정), 2점(부정), 3

점(보통), 4점(긍정), 5점(매우긍정)까지 5점 척도로 구

성하였고, 각 문항의 평균점수를 구하여 분석에 활용하

였다.

그림 1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도에 대한 1번 질문의

학습자들 사전 의견은 3.5점으로 보통이상의 기대감을

보였고, 사후에는 3.3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학습대상이 컴퓨터 비전공 신입생이라 아직

전공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하지만 일부 학과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찰행정학과

는 3.0점에서 4.5점, 국제산업정보학과는 3.0점에서 3.3

점, 건축학과는 3.5점에서 4.0점, 체육학과는 3.8점에서

4.0점으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는 소프트웨어를 학습

하는 과정에서 전공분야와의 연관성에 대해 관심이 많

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자신감에

대한 2번 질문의 경우 사전에는 2.7점으로 낮게 나타난

것에 비해 소프트웨어를 학습한 사후에는 3.6점으로 평

균점수가 높게 상승하였다. 3번 응용력과 창의력 향상

정도에 대해서도 사전 3.0점에서 3.8점으로 높은 상승률

을 보이며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와

같이 컴퓨터 비전공자가 소프트웨어를 학습한 후에 컴

퓨터에 대한 자신감과 응용력 및 창의력 향상정도에 대

한 의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승한 이유는 프로그래

밍에 수업과정에서 컴퓨터에 익숙해지고 학기말 프로

젝트를 수행하며 아이디어 도출에서부터 계획, 완성과

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시행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이 학생들의 컴퓨터 활

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고, 응용과 창의력 향상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컴퓨터 비전공 학습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전공지

식에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초 필수 교과목 이수와 함께 이와 연계된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을 통해 프로그래밍 지식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 설문조사의 사전·사후 결과

Figure 1. Result of Pre-Post Survey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교과목을 이수한 컴퓨터 비전

공 대학 신입생들이 만들어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전공지식의 적용 여부, 주제선정, 접근방식으로 분류하

여 분석하였고, 소프트웨어 학습의 사전·사후 설문 조

사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활용도, 컴퓨터에 대한 자신감,

응용력 및 창의력 향상 정도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전공지식의 적용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학습자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전공분야의 지식을 적용한

경우보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관심분야를

다루는 내용이 많았다. 이는 프로젝트의 주제 선정 결

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원인은 학습자들이 신

입생이라서 아직 전공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고, 한 학

기 동안 배운 소프트웨어 기초를 통해 원하는 내용을

모두 구현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의 전공분야 융합사례를

보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초 과목을 통

해 전공지식과의 융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접근방식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텍스트로 입

출력 값을 처리하는 텍스트 기반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만드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다양한 함수 및 모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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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과 벡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터틀 그래픽을 이용

하여 원하는 프로젝트를 구현하기에는 이에 대한 지식

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학습의 사전·사후 설문 조사결과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이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과

응용/창의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전공지식과 소프트웨어 지식의 융합을 능

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초 교과목

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심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비전공자의 전공분야

와 소프트웨어의 융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

째, 신입생 기간에는 컴퓨터 비전공자들의 기본적인 컴

퓨터 활용능력을 키우고, 프로그래밍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초지식을 충

분히 쌓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응용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제작

과정에서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게 콘텐츠적인 측

면에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프트웨어 기초 지식만으로

는 전공분야의 지식을 융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와

연계된 심화 교육과정의 개설을 통해 컴퓨터 비전공자

의 소프트웨어 학습의 기회를 넓혀주어 학습자들이 전

공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수행

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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