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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대학의 비전공자 소프트웨어(SW) 기초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SW 비전공자에겐 학습의 어려움이 크다. 

본 논문은 비전공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여 SW교육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SW 전공자 대상의 학습 콘텐츠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비전공자들의 흥미를 반영한 전공맞춤형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5년 이상 비전공자 SW기초교육을 운영 중인 A 대학의 사례 연구를 통해 동일한 교과과정에 대해 교육 대상의 전공에 

맞춤된 학습 콘텐츠로 수업한 전, 후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과학계열에선 국가의 

사회, 문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공공 데이터를 이용한 콘텐츠에 학습 흥미를 느끼고, 인문계열에겐 소설, 역사서, 

SNS 글의 텍스트 콘텐츠가 학습 동기를 상승시켜 어렵게 느끼던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강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전공맞춤형 콘텐츠가 비전공자 SW기초교육에 유용함을 보여준다.

주제어 : SW기초교육, SW비전공자, 전공맞춤형콘텐츠, 강의만족도, 대학교양교육

Abstract  Recently, there is a strong interest in SW basic education for non-major students in 

universities, but SW non-majors are having a hard time learning. This paper proposes a class operation 

method that utilizes customized contents reflecting the interests of non-majors, rather than using 

existing learning contents for SW majors. The proposed method is to improve the education effects by 

increasing the learning motivation of SW non-majors. The paper shows a case study of A university, 

which has operated non-major SW basic education for more than five years. The case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class satisfaction of students of pre- and post- learning group that reformed 

major-friendly contents about the same curriculum. As a result, the students of social sciences are 

interested in learning contents using public data that can examine the social and cultural phenomena 

of the country, and humanities students are interested in text contents such as novels, history books, 

and SNS articles. In addition to the understanding of the lectures, the class satisfaction was also greatly 

improved, and it showed that the major-friendly contents is useful for SW basic education of 

non-maj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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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대학에서 교양필수 과목으로 진행되는 소프트웨

어(SW) 기초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5년도부터 정부 주도 하에 SW중심사회를 선도

할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SW중심대학을 선발하

여 지원 중에 있으며, SW중심대학사업 주요 내용 중 하

나인 ‘전교생 SW기초교육’은 ‘타 전공지식과 SW소양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1,2]. 2019년 말 

기준 SW중심대학으로 전국의 40개 대학이 선정되었으

며, 특히 이들 대학에선 현재 최소 2학점에서 최대 9학점

에 이르기까지 전공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로 

SW기초교육을 의무화하여 운영 중이다[3].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SW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

시하고 있는 초중고의 경우 SW의무교육을 위한 교과과

정 개편에 대한 정책 결정은 2015년에 이루어졌고, 교육 

내용에 대한 협의와 실험은 정책 결정 이전부터 검토와 

보완의 과정이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4-7]. 반면, 대학의 경우에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나 학

교 구성원들과 심도 깊게 논의할 여유 없이 사업 선정과 

동시에 각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면이 있기에 현

재까지도 많은 대학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특히 갑

작스럽게 의무화되어 진행된 대학의 SW기초교육은 학생 

입장에선 스스로 학습 동기를 찾기 힘들어 하고, SW기초

교육 담당 교수들도 교육 대상인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

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수업을 맡게 된 탓에 수업 운

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8-11].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SW교육의 강의평가를 분

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SW교육과정 운영의 가장 큰 문제

점을 학생들의 SW교육에 대한 동기 부족을 지적하고 있

다[9]. 특히 학습 동기의 영향을 살펴본 다른 연구에서도 

필수로 지정되어 비자발적 선택 교과로 진행되는 현재 

대학의 SW교육의 운영 특성이 오히려 학습 효과 증진에 

방해요소가 된다고 지적하였다[12]. 사실 비전공자 SW

교육이 아니더라도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선 학습자의 호

기심 및 학습 동기를 높이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은 잘 알

려진 사실이다.

비전공 학생들의 SW 학습 어려움에 관한 연구에서도 

컴퓨팅 사고 교육에서 학생들은 문제해결에 대한 아이디

어를 생각하고 구현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명령어 사용과 

같은 교과과정 자체의 어려움과 함께 학습 콘텐츠에 대

한 흥미와 재미가 컴퓨팅 사고 역량 배양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13]. 기존 SW교육의 학습 콘텐

츠가 기본적으로 비전공자가 이해하기엔 생소한 경향이 

있고, 교육 대상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진행된 탓

에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만한 학습 콘텐츠가 미흡하며 

학습 동기가 저조하다는 것이 비전공자 SW교육의 어려

움으로 자주 언급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14].

다행히도 다수의 비전공자 SW교육의 학습 성취도에 

관한 연구들에선 전공계열에 따른 학습 효과와 성취도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와 SW전공자에 비해 오

히려 비전공 이공계열과 특히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가장 

많은 성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8,14,15]. 또한 

SW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SW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전공과 상관없이 SW 교육은 중요하며 필요

하다는 인식 변화가 해가 갈수록 두드러지게 상승하고 

있다[16,17]. 학생들은 SW교육 이수 후 강의평가에서 

‘이해의 속도 증가, 재미와 흥미, 자신감’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문제해결력과 창의력 향상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학생들 스스로도 SW교육을 통한 

성장을 체험한다는 분석도 있다[9]. 특히 SW 학습에 대

한 흥미와 자신감이 생긴 대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전공 

영역에 SW를 적용하는 SW융합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

각으로 발전했고, 반대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연관성

이 없다고 생각한 경우, SW교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

한다는 연구도 있다[18,19]. 

SW기초교육에 대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전공계열별

로 학습 능력 차이는 없으며, 전공과 상관없이 SW기초교

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선 공감이 크고, 특히 전공과의 

연관성을 느끼는 경우 SW 학습과 SW 융합에 대한 의지

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효과적인 SW

기초교육을 위해서 대학생의 학습 동기와 수업의 호기심

을 자극하는 방안으로 전공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

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SW중심대학으로 선정되어 5년 이상 비전

공자 SW기초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A 대학이 전공맞춤

형 학습 콘텐츠를 이용한 수업에서 학생의 학습 동기 향

상을 통해 SW교육의 효과를 높인 사례 연구를 기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연구로 주요 

SW중심대학들의 비전공자 SW기초교육 현황에 대해 살

펴본다. 둘째, 사례 연구로 A 대학에서 운영 중인 SW기

초교육의 교육과정과 인문계열과 사회과학계열에 학습 

콘텐츠를 차별화하여 수업을 운영한 전, 후 사례를 비교 

기술하고, 그 결과로 전공맞춤형 학습 콘텐츠의 효과를 

분석한다. 끝으로 대학의 비전공자 SW기초교육에 대해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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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SW중심대학의 SW기초교육 현황

현재 SW중심대학으로 선정된 40개 대학 중 SW기초

교육을 최소 1년 이상 교양필수로 운영한 28개 주요 대

학들을 대상으로 전교생 SW기초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였

다[20]. SW중심대학들은 Fig. 1(1)에서 보듯이 최소 2학

점 이상 최대 9학점의 최소 1과목 이상의 SW교과목을 

필수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Fig. 1(2)는 개설된 SW

기초교과목 현황으로 가장 많은 대학에서 개설된 과목은 

‘컴퓨팅 사고’로 24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컴퓨팅 사고는 2000년대에 자넷윙에 의해 ‘컴퓨터 과

학의 기본 개념에 기초해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디

자인하며,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접근 방법이며, 디지

털 세대에게는 읽기, 쓰기, 계산하기와 같은 동일한 기초

적인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21,22]. 실제 기존의 비전

공자를 대상으로 한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프로그래밍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보다 컴퓨팅 사고 교육은 상대적

으로 더 큰 효과성을 보이고 있다[9,15].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SW중심대학들이 컴퓨팅 사고 교과목을 기본으

로 개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프로그래밍, 데이터분석, 

SW리터러시, 컴퓨터개론, 인공지능의 순으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프로그래밍 교과목은 주로 전공맞춤형 교과목으로 지

정된 경우가 많은데, 전공에 따라 이공계열의 경우 C, 

Java와 같은 컴파일 언어를, 인문·사회과학계열은 

Python, R, Javascript와 같은 인터프리터 언어를 선호

하는 경향이 있었고, 프로그래밍 기초, 응용과 같이 난이

도 차이를 두거나, 웹 콘텐츠 제작, 모바일 앱 개발과 같

이 구현대상을 전공계열에 맞게 구분하기도 한다.

데이터 분석도 최근 선정된 SW중심대학들이 선호하

는 SW기초교과목으로 R과 Python과 같은 데이터 분석

에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되, 프로그래밍 문

법 교육보다는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역량 배양에 초점

을 둔 교육이다.

이외에 SW 리터리시는 SW로 변화하는 세상이나 사

회 생태계, 문화 기술의 변화와 같이 SW를 바탕으로 사

회 발전을 조망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목표로 한 교과이

며, 컴퓨터 개론은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적 이해나 오피

스와 같은 도구 활용 교과이다. 최근 인공지능에 관한 관

심과 함께 인공지능에 관한 교과를 제공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다.

Fig. 1(3)은 전공맞춤형 SW기초교육 운영 현황이다. 

전공맞춤형 SW기초교육은 2가지 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전공에 따라 더 유용한 교과목을 선별 지정하여 운영하

거나, 동일한 교과목이라도 학습 콘텐츠를 전공별로 맞춤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28개 대학 중 17개 대학이 전공맞춤형으로 SW기초교육

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11개 대학은 전교생이 동일

한 과목을 공통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엔 많은 대학이 컴퓨팅 사고 교육을 기본

으로 전교생 SW기초교육을 시작했으나, 사업이 안정화

된 최근에 선정된 SW중심대학은 컴퓨팅 사고 외에도 학

생들의 학습 흥미와 동기를 높일 방안으로 전공맞춤형으

로 SW기초교과목과 학습 콘텐츠 개발에 노력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분석 기반 SW 교과목에서 다루

는 데이터를 전공에 맞춤한 학습 콘텐츠로 수업을 운영

할 때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 연구

로 살펴본다.

3. 사례 연구

3.1 연구 대상

3.1.1 교과 과정

A 대학은 전교생 SW기초교육에 있어 전공계열에 따

Fig. 1. SW Basic Education Status for SW Non-majors in SW-intensive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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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합한 SW 교과목을 선정하고, 동일한 교과목이라도 

전공에 맞춤된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는 두 단계의 전공

맞춤형 SW기초교육체계를 운영 중에 있다. A 대학은 ‘컴

퓨팅사고, 데이터분석, 프로그래밍’을 대학생에게 필요한 

SW기초역량으로 정의하고, 학생들은 전공에 따라 적합

한 2개의 역량을 선정하여 6학점 필수로 SW교육을 이수

한다. 특히 ‘데이터분석’ 역량은 인간·사회·자연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현재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의 광범

위한 전공에서 자신의 전공과 적합한 SW기초역량으로 

지정하여 교육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교과를 운영하는 과정에

서 활용한 전공맞춤형 학습 콘텐츠의 변화가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A 대학의 데이터 분석 교과목은 SW중심대학으로 선

정된 해부터 현재까지 5년째 운영 중에 있으며, 기존 ‘통

계’ 과목과는 다른 ‘데이터 과학(Data Science)’을 위한 

기초를 다루며,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통찰력을 키

우기 위한 ‘과학적 방법론, 프로세스, 알고리즘, 컴퓨팅 

시스템’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데이터 분석 

교과목은 통계,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분석에 유용한 것

으로 알려진 R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하며, Table 

1의 교과과정에서 보듯이 ‘문제 정의(요구사항 정의 및 

데이터 분석 목표 수립) → 데이터 준비(데이터 수집 및 

정제) → 데이터 탐색(기술통계, 시각화) → 데이터 분석

(통계기반, 기계학습기반) → 결과 적용’의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14주의 교과과정이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에 따라 순

차적으로 진행되며, 학생들도 자신의 관심 주제로 데이터 

분석 문제를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고, 정제하고, 탐색과 분석을 거쳐 종합적으로 결과를 해

석하는 일련의 데이터 분석 과정을 개인 프로젝트로 수

행한다.

수업과 과제의 모든 내용은 R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

용하여 이루어지나, 교과과정은 프로그래밍 교육보다는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에 따라 SW 파워와 컴퓨팅 사고를 

통한 데이터 분석 문제 해결의 전 과정을 경험하고 효율

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역량 배양이 

주요 학습 목표이다.

3.1.2 운영 사례

사례 연구는 A 대학에서 Table 1의 교과과정으로 사

회과학계열과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운영된 데이터 분석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A 대학의 사회과학계열은 경제

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외교학, 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

들로 구성되며, 인문계열은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불

어불문학, 사학, 문화콘텐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구성

되어 있다. 수업은 Table 1의 교과과정을 표준으로 따르

지만, 실습과 과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조건으로 구분되

는 학습 콘텐츠로 진행되었다. 

조건 1(C1) (공통) 학습용 가상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 콘

텐츠

조건 2(C2) (공통)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가사회조사 

공공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 콘텐츠

조건 3(C3) 전공계열에 따라 차별화된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 콘텐츠

․ 사회과학계열 - 국가사회조사 공공 데이터

․ 인문계열 – 소설, 역사서, SNS 글의 텍스트 데이터

조건 1(C1)은 전공계열과 상관없이 학습용으로 가공

된 가상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학습 콘텐츠로 실습과 과

제를 수행한 경우이고, 조건 2(C2) 역시 전공계열을 구분

하진 않았지만 실제 통계청이 국가의 사회현상을 분석하

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조사의 공공 원본 

데이터(Micro-data)를 수업에 활용한 것이 차이점이다. 

조건 3(C3)은 이전 조건들과는 다르게 전공계열에 따라 

사회과학계열 학생의 경우는 조건 2와 동일하게 통계청

이 공개한 국가사회조사 공공 데이터를 활용했지만, 인문

계열 학생들에겐 소설, 역사서, SNS 글의 텍스트 데이터

를 분석하는 과제를 실시하여 수업 운영에 전공계열별 

Week Data Analysis Process Subject

1
Problem Definition

Data Science Overview

2 R Programming Overview

3

Data Preparation

Data and Data Structures

4 Open-Data Collection

5 Data Crawling

6 Data Refining

7
Data Exploration

Statistics, Graph

8 Data Visualization

9

Data Analysis

Cross-table Analysis

10 Correlation Analysis

11 Association-Relation Analysis

12 Korea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13 Text Mining

14 Apply Results Project Presentation

Table 1. Curriculum for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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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맞춤형 콘텐츠 적용을 시도하였다. 그림 2와 3은 조

건 3에서 사용된 전공계열에 따라 차별화된 데이터와 이

를 분석한 과제 결과물의 예이다.

Fig. 2. Example of Social Science’ Assignment Result  

using Social Survey Micro-Data

Fig. 3. Example of Humanities’ Assignment Result 

using Text Data

Table 2는 연구 대상에 대한 표로 사례 연구에 참여

한 사회과학계열과 인문계열의 학생의 조건별 분포이다. 

연구 대상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저자들이 운영한 

데이터분석 수업의 수강생들 중 강의 수강 후 강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로 수강인원의 약 92%의 규모이다.

Cond. College of Social Science (SS) College of Humanities (HM)

C1 186 83

C2 318 54

C3 109 40

Table 2. Research Subjects

3.2 연구 문제

우리는 다음 Table 3과 같이 전공맞춤형 학습 콘텐츠

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업과 과제의 강의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을 정의한 후 앞선 3가지 조건(C1 ~ C3)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전공계열별로 비교 분석한

다. 연구문항 R1 ~ R5는 A 대학에서 학기말에 시행되는 

강의 만족도 조사 중 본 사례 연구와 관련된 수업 내용과 

과제 영역의 설문 문항들을 선정한 것이다. 모든 연구문

항은 5점 척도의 설문 문항으로 1점부터, 5점까지 차례로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을 의미한다.

Research Problems

L
ectu

re

R1
The course content was designed to make students 
easily understand and to have academic interest and 
curiosity.

R2
Class contents were well organized and developed 
systematically.

R3 Teaching method was appropriate for this class.

A
ssign

m
e
nt

R4
The assignments helped to enhance the learning effect 
by appropriately supplementing the class contents.

R5
The assignments were appropriately evaluated and 
feedback on the results provided.

Table 3. Research Problems

3.3 연구 결과

우리는 사례 연구 결과를 실습과 과제에 사용한 학습 

콘텐츠를 학습용 가상 데이터(C1),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C2), 전공계열에 따라 차별화된 데이터(C3)

로 학습한 학생들을 전공계열별로 그룹을 나누어 비교 

분석해보았다.

3.3.1 전공계열별 평점 변화

먼저, 전공계열별로 나누어 각각 실습과 과제 콘텐츠

의 차이에 따른 평점 변화를 살펴보고, 전공계열 간의 차

이도 비교해보았다. Fig. 4는 연구문항 별로 평점 변화를 

전공계열별로 비교한 그래프이다. 사회과학계열(SS)과 

인문계열(HM) 모두 학습용 가상 데이터로 실습과 과제

를 진행한 C1의 수업 운영보다 실제 사회현상을 조망할 

수 있는 국가사회조사 공공 데이터로 진행한 C2에서 평

균적으로 강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되었다. 특히 C1과 

C2에서는 사회과학계열과 평점 차이를 보이던 인문계열

이 인문계열 특성에 맞게 텍스트 데이터를 중심으로 운

영한 C3에서는 사회과학계열과 유사한 평점을 보이거나 

일부 연구항목에서는 더 높은 평점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5호60

우리는 학습 콘텐츠 차이에 따른 평점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전공계열별로 조건에 

따른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3.3.2 사회과학계열 연구결과

Table 4는 사회과학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용 

가상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 콘텐츠(C1)로 수업을 운영했

을 때와 통계청이 제공한 국가사회조사 공공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 콘텐츠(C2)로 운영했을 때의 강의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4에서 보듯이 모든 연구항

목들이 평균적으로 상승했으며, 유의수준 .05를 기준으

로 수업 내용의 체계성에 대한 R2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상승 변화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과학계열 학생들은 학습용 가상 데이터보다

는 실제 국가사회조사 공공 데이터를 통한 수업이 학습

의 흥미와 호기심도 상승했고(R1), 교수방법도 더 적절하

다고 평가하였으며(R3), 과제도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되고(R4), 과제의 평가도 더 적절했다(R5)라고 평

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RP
Avg. Std. Dev.

t value P value
C1 C2 C1 C2

R1 3.97 4.24 1.05 0.87 -3.0 0.00251

R2 4.30 4.42 0.67 0.58 -1.7 0.09184

R3 4.13 4.41 0.63 0.65 -3.8 0.00015

R4 4.11 4.40 1.01 0.66 -3.3 0.00119

R5 4.06 4.32 1.00 0.76 -3.0 0.00317

Table 4. Research Results of C1 and C2 for SS  

(*p < .05)

사회과학계열의 경우, 조건 3(C3)에서도 국가사회조

사 공공 데이터로 계속 수업 운영을 했으며, 수업 만족도 

평점은 조금 더 상승하여 Table 5와 같이 모든 연구항목

들에서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상승 변화로 분석되었다.

RP
Avg. Std. Dev.

t value P value
C1 C3 C1 C3

R1 3.97 4.35 1.05 0.73 -3.4 0.00070

R2 4.30 4.56 0.67 0.42 -3.1 0.00243

R3 4.13 4.50 0.63 0.47 -4.0 0.00008

R4 4.11 4.46 1.01 0.66 -3.2 0.00139

R5 4.06 4.37 1.00 0.70 -2.8 0.00489

Table 5. Research Results of C1 and C3 for SS 
(*p < .05)

3.3.3 인문계열 연구결과

Table 6은 인문계열 학생들의 학습용 가상 데이터

(C1)를 이용한 수업과 국가사회조사 공공 데이터(C2)를 

이용한 수업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사회과학

계열 학생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모든 연구항목들이 

평균적으로 상승했으며, 수업 내용의 체계성에 대한 R2

를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상승한 평균값들이 유의미한 

변화임을 보여주고 있다. 

RP
Avg. Std. Dev.

t value P value
C1 C2 C1 C2

R1 3.34 3.94 1.30 1.19 -3.1 0.00236

R2 4.00 4.11 0.78 1.01 -0.9 0.49660

R3 3.76 4.17 1.16 0.97 -2.2 0.02694

R4 3.55 4.09 1.37 0.92 -2.8 0.00555

R5 3.67 4.13 1.15 1.02 -2.5 0.01427

Table 6. Research Results of C1 and C2 for HM 
(*p < .05)

Table 6의 결과는 앞선 사회과학계열 학생들의 C1과 

C2의 차이를 분석한 Table 4와 동일한 결과이다. 전공

계열과 상관없이 국가사회조사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는 

조건(C2)에서 평점들이 모두 상승했지만 Fig. 4에서와 

같이 두 전공계열의 평점 차이를 비교해보면 사회과학계

Fig. 4. Comparison of Research Results by Major



비전공자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전공맞춤형 학습 콘텐츠의 효과에 관한 사례 연구 61

열이 인문계열보다 모든 항목에서 평점이 높음도 알 수 있다.

두 전공계열의 강의 만족도 평점 차이를 비교한 

Table 7을 보면 동일한 C2 조건에서 교수방법의 적절성

(R3)과 과제평가의 적절성(R5)은 유의수준 .05를 기준으

로 p값이 0.08773(R3), 0.14697(R5)로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지만, 수업 내용이 학습의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하는지의 R1은 p값이 0.03714, 수업 내용이 체계적인지

의 R2는 0.03563, 과제가 수업 내용을 보완하고 학습 효

과를 높이는지의 R4는 0.03124로 여전히 사회과학계열

과 인문계열의 평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사회과학계

열이 인문계열보다 강의 만족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RP
Avg. Std. Dev.

t value P value
SS HM SS HM

R1 4.24 3.94 0.87 1.19 2.09 0.03714

R2 4.42 4.11 0.58 1.01 2.15 0.03563

R3 4.41 4.17 0.65 0.97 1.73 0.08773

R4 4.40 4.09 0.66 0.92 2.20 0.03124

R5 4.32 4.13 0.76 1.02 1.45 0.14697

Table 7. Research Results of C2 between SS and HM  
(*p < .05)

우리는 인문계열 학생의 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조사 데이터 외에 실습과 과제에 인문계열 

학생들의 호감을 이끌만한 텍스트(글)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 콘텐츠로 수업 운영을 개선하였다.

Table 8은 인문계열 학생들을 위해 국가사회조사 공

공 데이터 외에 텍스트 데이터를 실습과 과제 콘텐츠로 

활용한 경우(C3)와 국가사회조사 공공 데이터만 사용한 

경우(C2)를 비교한 결과이다.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C3)가 사회조사 데이터만 사용한 경우(C2)보다 강

의 만족도의 모든 항목들이 평균적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유의미한 변화가 없던 수업 내용의 체계성에 대한 R2 항

목이 p값 0.004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줬다. 또한 과제

가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R4 항목 역시 p값이 001025로 유의미한 상승 변화가 

있었다. 즉 인문계열 학생들에겐 사회현상을 다루는 국가

사회조사 공공 데이터도 학습 흥미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글을 다루는 텍스트 데이터가 좀 더 효과적

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학습용 가상 데이터 사용(C1)과 텍스트 데이터

를 사용한 경우(C3)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인문계열 학

생들의 변화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Table 9에서 보

듯이, 모든 항목들이 평균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

고, p값 역시 수업 내용의 학문적 흥미를 다루는 R1은 

0.0007, 수업 내용의 체계성을 보는 R2는 0.00243, 교

수방법의 적절성의 R3는 0.00008, 과제가 학습 효과를 

높이는 지를 보는 R4는 0.00000003, 과제 평가의 적절성

의 R5는 0.000006으로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모든 항

목들의 평점 상승이 유의미한 변화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인문계열의 경우 텍스트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수

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RP
Avg. Std. Dev.

t value P value
C1 C3 C1 C3

R1 3.34 4.30 1.30 0.88 -3.4 0.00070

R2 4.00 4.60 0.78 0.35 -3.1 0.00243

R3 3.76 4.50 1.16 0.51 -4.0 0.00008

R4 3.55 4.53 1.37 0.41 -5.9 0.00000003

R5 3.67 4.48 1.15 0.56 -4.8 0.00006

Table 9. Research Results of C1 and C3 for HM 
(*p < .05) 

또한 앞선 Fig. 4와 다음 Table 10의 결과에서 보듯

이 수업 내용과 과제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사회계

열은 국가사회조사 공공 데이터를 학습 콘텐츠로 이용하

고, 인문계열은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과 같이 전

공계열에 따라 맞춤된 학습 콘텐츠로 운영을 개선한 후

(C3)에는 모든 연구문항들에서 사회과학계열과 인문계

열이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지고, 두 계열 학

생들 모두 강의 만족도가 높게 향상되었다.

RP
Avg. Std. Dev.

t value P value
SS HM SS HM

R1 4.35 4.30 0.73 0.88 0.30 0.76476

R2 4.56 4.60 0.42 0.35 -0.35 0.72965

R3 4.50 4.50 0.47 0.51 -0.04 0.97162

R4 4.46 4.53 0.66 0.41 -0.52 0.60469

R5 4.37 4.48 0.70 0.56 -0.72 0.47372

Table 10. Research Results of C3 between SS and HM  
(*p < .05)

RP
Avg. Std. Dev.

t value P value
C2 C3 C2 C3

R1 3.94 4.30 1.19 0.88 -1.7 0.10074

R2 4.11 4.60 1.01 0.35 -3.0 0.00400

R3 4.17 4.50 0.97 0.51 -1.9 0.06071

R4 4.09 4.53 0.92 0.41 -2.6 0.01025

R5 4.13 4.48 1.02 0.56 -1.9 0.06036

Table 8. Research Results of C2 and C3 for HM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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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우리는 대학의 비전공자 SW기초교육의 효과 향상을 

위해 학습자의 전공계열에 맞춤된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

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학은 초중고와 달리 학생들의 

전공이 결정되고, 전공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자극하기 

위해 전공맞춤형 교육이 하나의 유용한 방안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W중심대학으로 선정되어 5년 이상 

비전공자 SW기초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A 대학에 개설

된 데이터 분석 교과목을 대상으로 사회과학계열과 인문

계열의 강의 만족도를 비교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 연구는 동일한 교과과정에 대해 교육 대상의 전공

에 맞춤된 학습 콘텐츠를 운영하여 학습 동기와 호기심

을 자극하였을 때의 강의 만족도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

으며, 주요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의 만족도는 수업 내용의 학문적 호기심과 구

성의 체계성, 교수방법의 적절성의 수업 만족도와 과제를 

통한 학습 효과와 평가의 적절성과 같은 과제 만족도의 

항목들에 대해 학습 콘텐츠를 전공과 상관없이 운영할 

때와 전공에 맞춤된 콘텐츠로 운영했을 때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 사회과학계열과 인문계열 모두 전공맞춤형 콘텐

츠의 경우가 평균적으로 유의미하게 크게 상승하였다.

둘째, 사회과학계열의 경우 통계청이 제공하는 국가사

회조사 공공 데이터를 통해 사회의 변화하는 현상들을 

조망하는 과정이 단순히 프로그래밍 문법과 데이터 분석 

기법을 설명하기 위해 잘 정돈된 학습용 가상 데이터를 

이용한 콘텐츠로 학습할 때보다 강의 만족도가 유의미하

게 차이를 가지고 크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인문계열의 경우, 사회과학계열 학생들과 동일

하게 국가사회조사 공공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 콘텐츠가 

학습용 가상 데이터로 학습할 때보다 수업 내용의 체계

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강의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인문계열은 평점차이에 있어 사회과

학계열보다 모든 항목들에서 낮은 평점을 보였으며, 추가

로 실습과 과제에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학

습 콘텐츠를 변경했을 때 모든 항목들에서 평균적으로 

강의 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며 상승했고, 사회과

학계열과 평점을 비교했을 때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사회과학계열 학생들에겐 국가, 사회, 문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국가사회조사 공공 데이터를 이

용한 콘텐츠가 학습 흥미를 불러일으켰으며, 인문계열 학

생들에겐 소설, 역사서, SNS 글과 같은 텍스트를 기반으

로 한 콘텐츠가 학습에 대한 동기를 상승시키고, 어렵게

만 느끼던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도 향상시키

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묵시적으로 SW 전공자를 학습 

대상자로 하여 만들어진 기존 학습용 콘텐츠를 그대로 

수업에 사용하기보다 비전공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전

공맞춤형 콘텐츠가 비전공자 SW기초교육을 위한 효과적

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본 연구의 확장으로 비전공자 SW기초교육의 효

과성을 진단하는 모델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의 전교생 SW기초교육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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