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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융합 육을 위한 비 공자 코딩 육의 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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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ding Education of Non-Computer Majors for IT 

Converg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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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과적  도  제 결 방법  고 계 는 과정 등  통  제 결

능 , 논리적 사고능 , 창 적 사고능  등  키울 수 다.   연 는 주  초. 등 생들  상

 연 가 발  진 고  생들  상   연 는 족  실정 다. 지  시점에 는  

전  받지 못  생들   시  실정 다.   지 고 에 도 양 수  과목

 지정 여 는 시도를 고 지만 어떻게   것 지에  고심 고 는 실정 다. 보편적 

 에  연 가  시점 다. 라  본 연 에 는 전공 들  상   

적  운   립러닝  적용  앱 벤 를 용  과정  제시 다.  과를 측정   

조사  개  뷰를 실시 다.  통  전공  습 들  전공 역과 여 다양  제들  

컴퓨  사고  반  결  나갈 수 는 제 결 능  상시킬 것  다.

주제어 : , , 컴퓨  사고 , 립러닝, 앱 벤  

Abstract Coding education is an effective convergence type educational tool. While solving problems and 

designing programs, students can enhance problem solving ability, logical reasoning ability and creative 

thinking. Researches on coding education are done primarily for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students. 

However, researches on college students are lacking. Today, educating college students about coding is in dire 

need. Although there are efforts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coding education and make it requirements. 

People find it difficult to find ways to provide training. There is a need for researches on coding as universal 

educ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proposed educational training using app inventor based on flipped running in 

order to effectively promote coding education. This study conducted the survey and the personal interview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coding education. It is hoped that, through coding education, students who do not 

major in coding could combined their knowledge of their major with coding to improve their problem solving 

ability to solve various problems based on computing knowledge an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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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는 소 트웨어를 심으로 한 융합기술사회

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문지식을 갖춘

융복합 인재에 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

리나라의 로벌 경쟁력 에서 가장 앞선 분야는 IT이

다. 세계 IT산업 소 트웨어 산업은지식집약 산업

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취업유발 효과도 매우 크므로 IT

융합교육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IT융

합 교육의 핵심은 소 트웨어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소 트웨어교육의 목 은 컴퓨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을 향상하는데 이 맞추어지고 있다[2,3,4].

소 트웨어교육의 필요성은 변화되는 요구역량, 사고력

향상, 직업세계의 재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새로운 디지

털시 가 도래하고 학문과 산업에서 융복합 성격을 띠

는 분야가 많아지면서 컴퓨 사고력의 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5]. 컴퓨 사고력을 개발함으로써 비 공자들은

자신의 공분야에서 IT를 통한 신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능력과 신 인 아이디어를 구 할 수 있는 능력,

IT 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

다. 이러한 컴퓨 사고력은 컴퓨터 로그래 언어 교

육을 통해서 개발하고 훈련할 수 있다.

CT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에 한 연구 강화하

기 한 교육방법에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6,7,8]. 재 국민 는 국내 최 로 체 학부생을 상

으로 컴퓨터개론, 로그래 언어 등 1년간 6학 이상

SW과목을 수강하도록 하 다. 연세 에서는 컴퓨 사

고력 과목을 2016학년도 신입생 체에게 필수교과목으

로 실시하고 있다[5].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CT 교

육 하나인 로그래 언어 교육은 문제를 분석하고

유형화하는 분석 작업과 알고리즘을 작성하는과정을 통

해 논리 사고, 문제해결 역량,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안성진(2014)[9]의 ‘ 등 컴퓨터 로그래 교육과 논

리 사고력 향상과의 상 계 연구’에 따르면 컴퓨터

로그래 교육을 통해 문제의 특성 해결책을 발견하

고 설계하는 문제해결능력이 20.4% 향상 되었으며 문제

요소들 간의 논리 계를 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논

리 사고능력이 37.5% 향상이 되었다고 소 트웨어교

육의 효과를 제시하 다. 이처럼 소 트웨어교육의 필요

성이 두되면서 , 등학교를 심으로 교육 분야에

서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 부

분의 학에서 비 공자를 한 컴퓨터교육이 소 트웨

어 활용교육으로 워포인트, 지, 엑셀, 포토샵, 멀티

미디어 활용 등의 교육이 부분이다[6,10]. 소 트웨어

심 학으로 선정된 학을 제외한 학에서는 필요성

을 인식하면서도 교육방향의 틀을 세워 실시하는 학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소 트웨어교육의 보편화를 해

교양IT 교육과정을 로그래 심의 교과과정으로 개

편할 필요가 있으며[5] 이공계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

문사회, 체능 계열의 모든 학생들까지 소 트웨어교육

을 실시해야 한다. 학에서 지 까지의 코딩교육은

문가 양성을 목 으로 컴퓨터 공 련 학과에서만 교과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어 보편 교육으로서의 코딩교육

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시 이다. 단순한 코딩교육이 아

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컴퓨 사고력

기반의 코딩교육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교육과정이 필요

하다.

비 공자들의 소 트웨어교육을 한 수업모형 개발

이 실히 요구되는 시 에 본 연구는 비 공자들을

한 코딩교육 학습모형을 제시하고, 개발한 학습모형이

비 공자들의 공 역과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연

구의 궁극 목 이 있다. 비 공자들의 보편 교육으

로서의 코딩교육을 해 블록형언어의 하나인 앱인벤터

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제시하 다. 수업진행만으로 학습

자들의 코딩교육의 효과를 얻어내기가 어려우므로 수업

과 연계된 비교과 로그램인 앱개발 경진 회를 실시하

다.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 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습

득한 지식에 한 논의와 평가를 한 학습자 심의 수

업환경으로진행하기 해 립러닝(Flipped Learning)[11]

을 3주 동안 실시하 으며 이를 비교과 로그램과 연계

시켜 진행하 다. 수업용 의사소통 도구인 핑 앱

(PingPong APP)을 립러닝의 평가와 수업에 한이해

도, 로젝트심사 등에 활용하 으며 교육의 효과를 측

정하기 해 설문조사와 개인 인터뷰를 실시하 다. 제

시한 교육과정을 통해 비 공 학습자들의 공 역과 융

합하여 단순한 문제에서부터 실 으로 다루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문제

들을 컴퓨 사고력기반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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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웨어 

2.1  

CT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CT 교육은 첫째, 교육용 로그래 언어를 사용한

교육과 둘째, 컴퓨터 없이 컴퓨터과학의 원리를 가르치

는 언 러그드 교육과 셋째, 센서를 이용하여 물리세계

와 로그램을 연결하는 피지컬컴퓨 교육, 넷째, 다른

학문에서 CT를 활용하는 융합컴퓨 으로 구분할 수 있

다[12].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로그래 언어를 사용한

비 공자들의 코딩교육에 한 수업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교육용 로그래 언어는 우선 으로 교육 인 목

을 갖고 제작된 언어이기 때문에 비 공자들이 보다

쉽게 근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알려 수 있는 언어이

다. 즉 교육용 로그래 언어는 컴퓨터 로그래 이나

컴퓨터공학에 심을 가지고 있지만 출발 을찾기 힘든

학습자나 혹은 로그래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자에게 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교육용 로그

래 언어를 통해 문법 지식, 컴퓨터시스템 지식을 최

소화하여 로직개발, 찰력 훈련 등을 하게 된다면 컴퓨

터문제와 상 없이 수 높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

력있는 학습자가 될 수 있다[13].

로그래 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지과정 즉, 문

제이해와 한 문제해결 략의 사용여부, 자신의 이

해와 산물에 한 모니터링 등의 작업을 하는 가운데 자

신의 사고과정을 인지하게 된다. 로그래 교육환경은

학습자의 내 동기를 신장시키고 지 호기심과 학습에

한 열정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12]. 코딩교육은 소

트웨어를 개발하기 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코딩

을 작성하기 해서는 문제를 분석하고유형화하는 분석

작업과 이를 창의 방법으로 해결하는알고리즘을 작성

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 사고, 문제해결 역량,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학에서 로그래 언어 자체에 한 학

습을 지양하고 컴퓨 사고력기반의 문제해결력을 기르

는 것이 필요하다. 로그래 언어는 핵심도구로써 활용

이 이루어져야 한다[4,5,7]. 따라서 교양교과목으로 비

공자들 상으로 컴퓨 사고능력 배양을 한 로그래

심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다양한 융합교육 모델의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로그래 능

력 이상의 비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동시에 갖춘

재 학사회에서 양성하고자하는 인재상과 공통 인

부분이다[14,15].

2.2  언어 앱 벤

블록형 언어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블록의 명령어

를 결합하여 쉽고, 자유롭게 원하는 로그램을 만들어

해결할수있다. 스크래치(Scratch), 앱인벤터(App Inventor),

엔트리(Entry)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앱인벤터2는 문

인 로그래 지식이 없는 비 공자나 컴퓨터 보자도

웹 라우 를 통해 안드로이드폰 앱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앱 개발도구이다. 재는 미국

MIT 학에서 교육용 로젝트로 운 하고 있는 오 소

스 로그램이다[16].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기 해서는

Java나 C언어 같은 로그래 언어를 배우는데 많은 노

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앱인벤터는 로그래 언어를

배우는 시간을 이고, 앱을 개발하는 과정 에 생기는

문제들을 논리 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창의력

과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로그래

언어와 달리, 직 으로 으로 보면서 조립하여 로

그램을 완성해가는 방식이므로 쉽게 로그래 의 개념

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Jenkins(2002)[17]는 로그래 의 어려움을 7가지로

분류하 다. 첫째, 다양한 기술로 Syntex 기본, 차 시

맨틱, 구조, 스타일로 옮겨감. 둘째, 다양한 과정으로 알

고리즘을 세분화하는 과정, 그것을 코드로 옮기는 과정

이다. 셋째는 언어로 로그래 언어 문제를 어렵게 여

겼다. 넷째는 교육 인 새로움으로 새로운 과목에 한

부담감을 들었다. 다섯째는 심 역으로 학생들은 지루

해 하므로 최선의 로그래 은 재미있고, 창의 인 활

동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여섯째는 평 과 이미지

역으로 어렵다는 이미지이고, 마지막으로는 학에서

배우기 때문에 시간 스 의 문제로 7가지 역의 어려

움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로그래

의 어려움을 참조하여 수업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새로운 로그래 언어의 어려움에 한 문제, 알고리즘

의 이해문제, 로그래 이 어렵다는 인식 등 여러 방면

에서의 문제 을 분석하여 수업모형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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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결과 

3.1 앱 벤 를 용   수업 계

교육용 로그래 언어는 자신의 공이나 문 역

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효과 으로 단시간 내에 창

출할 수 있는 개발도구이므로 비 공 학습자에게 맞는

수업모형을 개발하여 교육하면 소 트웨어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본다. 먼 수업은 정규수업과 비교과

로그램으로 나 어 진행하 다. 비 공자들의 코딩교

육을 한 수업모형은 [Fig. 1]과 같이 단계별로 설정하

여 진행 하 다. 먼 Jenkins(2002)[17]의 로그래 의

어려움 7가지 역 에서 처음으로 하는 로그래

언어의 어려움, 알고리즘의 이해문제, 로그래 이어렵

다는 인식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맞는 학습내용을

설계하여 개발하 다.

[Fig. 1] Teaching model for coding education 

정규수업시간에 학습자들에게 앱인벤터의 다양한 컴

포 트와 센서들의 기능을 살펴본 후 매 수업시간에 문

제를 분석한 후 알고리즘과 순서도에 따라 간단한 로

젝트를 작성하 다. 수업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교수자가 문제를 제시한 후 체 인알고리즘을 설명한

다. 첫째, 문제 련 앱인벤터 컴포 트들을 설명한 후 2

인 1조가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분석한

후 알고리즘과 순서도를 작성하도록 한다. 둘째, 순서도

에 따라 디자인 한 후 코딩작업을 실시하여 문제를 해결

한다. 셋째, 문제가 해결이되지않는 학습자들 한조가

자신들이 작성한 앱을 발표하도록 하여학습자들과 교수

자가 서로 의견을 나 어 틀린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발표는 모든 조가 어도 한번은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수업시간에 문제를 해결하

지 못한 조는 교수자와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보충수업

을 통해 해결하거나 시간이 없는 학생들은 페이스북의

그룹을 통해 교수자와 학생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문제

를 해결할 수있도록 도움을 다. 다섯째, 매 수업시간마

다 수업 련 설문조사를 핑 앱을 이용하여 실시하여 어

떤 문제를 어려워하는지 체크한 결과를 에버노트에 장

을 하여 최종 수업모형을 개발하는데 자료로 활용한다.

교수자는 매주 수업과 련된 학습자들의 변화를 작성하

여 최종 수업모형을 개발하는데 자료로 활용한다. 여섯

째, 비교과 로그램과 연계된 최종과제는 실생활과 혹은

공과 련된 앱을 작성하도록 한다. 9주-11주, 3주 동

안은 립러닝 방식으로 진행하 다. 앱을 개발하기

해 필요한 앱기획 분석, 개발과 련된 내용을 수업

에 강의지원 .복습 자료실과 페이스북의 앱인벤터그

룹에 올려놓은 후 학습자들이 사 학습을 하도록 진행하

다. 사 학습여부에 해서는 성 평가에 반 하기

해 핑 앱을 이용하여 퀴즈로 진행을 하 다. 15주 수업

시간에 앱개발 경진 회에 제출할 로젝트에 한 발표

를 듣고 학습자들이 핑 앱을 이용하여 심사를 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의 심사결과와 교수자 두 명의 심사결과

를 토 로 수상할 을 선정한다. 수업모형의 효과성 검

증하는 단계로 설문조사, 개인 인터뷰를 실시했다. 개인

인터뷰는 시간이 많이 요구되므로 별로 한명씩 임의로

선정하여 인터뷰를 십분 정도 실시하 다.

3.1.1 립러닝과 과 그램

수업진행만으로 학습자들의 코딩교육의 효과를 얻어

내기가 힘이 든다. 비교과과 로그램은 SW 심사회에

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의 인 융합인재 육성을 해

컴퓨 사고력기반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고, 창의

인 아이디어를 앱으로 구 하는 능력을 키울 취지하에서

진행하 다. 교과목을 수강한 학습자들이 을 편성하여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을 경진 회를 통해 자신만의 아이

디어로 앱을 개발해 으로써 수업몰입도와 학습성취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경진 회에 학습자들이 참여함

으로써 교육의 성과를 거두고 비 공자 학습자들도 창

의 인 앱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며

창의 인 활동을 진할 수 있다. 수업과 연계된 비교과

로그램은 앱개발 경진 회이므로 립러닝 수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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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추어 진행을 하 다. 앱개발 련 내용으로 구성된

동 상과 유인물을 학습자들 수 에 맞추어미리 작성한

후 강의지원과 페이스북 그룹에 올려놓은후 학습자들이

사 학습을 하도록 진행하 다. 동 상은 10~1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앱개발 할 때 필요한 기획과 디

자인 시 주의할 , 코딩, 테스트 최종검토에 한 내

용으로 구성했다. 모바일 앱은 정보의 양, 화면배치, 즉

유 인터페이스(UI)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각각의 기능들을 조 하게 배치해야 하며,

작은 공간에 한 기능들을 손으로 움직이기 편하게

배치하는 부분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와 련된

내용들은 유인물로 배포하 다.

학습자들의 사 학습여부 악을 해 핑 앱을 이용

하여 간단한 퀴즈를 내어 정보를 수집하 다. 핑 앱은

클릭커(Clicker) 로그램으로써 수업 에 수업내용에

한 이해도 악 즉각 인 피드백을 한 질의응답

용으로 활용하며 질문에 한 결과를 학습자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다. 교수자가 핑 앱을 설치하고 에버노트,

구 혹은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수업을 개설

하면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모둠이름으로 속한다. 학습

자들은 문제의 정답을 입력, 선택하거나 그림을 그려 교

수자에게 제출하는 참여형 수업이 가능하다. 학습자들의

반응데이터를 에버노트에 장한 후 장한자료를 바탕

으로 학습자들에게 맞는 한 교수법으로 운 했다.

한주에 75분수업의두 번 수업진행으로 수업 간에 수업

집 도가 떨어질 즈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다양한 퀴

즈, 투표, 학습내용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즉 추가설

명과 제가 필요한 부분 등을 핑 앱으로 악하여 진

행하 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맞는 맞춤교육이 가

능하고 수업집 도와 흥미를 향상시킬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핑 앱이 수업집 도에

향을미쳤는가의질문에 97.44% 학생들이 정 인응

답을 하 다. <Table 1>에 결과를 나타내었다.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Frequency 10 15 13 1 0

Percentage 25.64% 38.46% 33.33% 2.56% 0%

<Table 1> Pingpong Apps  effect your concentration 

of classes?

3주 동안 실시한 립러닝 강의에 만족하느냐의 질문

에 정 인 응답을 한 학습자들은 <Table 2>에 나타난

것처럼 79.49%를차지하 다. 이는 학습자들이 코딩교육

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립러닝을 진행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Frequency 6 10 15 6 2

Percentage 15.38% 25.64% 38.46% 15.38% 5.13%

<Table 2> Satisfaction with the flipped learning?

학습자들의 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으므로 다양한

로젝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에 여러 개의

로젝트를 소개한 후 개발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 같다. 비교과 로그램으로 진행된 경진 회를

통해 문 인 로그래 지식이 없는 비 공자들도 자

신의 독창 인 아이디어로 다양한 앱을 개발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갖게해주는계기가 되었으며문제해결능력,

자기 주도 학습능력, 컴퓨 사고력 향상을 기 할

수 있었다.

3.2 연 결과 

본 연구의 연구 상은 비 공자들을 상으로 코딩교

육을 효율 으로 운 하기 한 교육과정이 학습자들의

문제해결능력 향상과 코딩교육에 심을 가지도록 향

을 미치는지에 해알아보기 해 경상북도 D 학교의

교양컴퓨터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39명으로 구성하

다. 남학생 21명(53.85%), 여학생 18명(46.15%)으로 1학

년이 4명(10.26%), 2학년이 13명(33.33%), 3학년이 15명

(38.46%), 4학년이 7명( 17.95%)로 구성되었다. 계열별로

는 인문계열 6명(15.38%), 자연계열 8명(20.51%), 술계

열 1명(2.56%), 공학계열 17명(43.59%), 사회계열 4명

(10.26%), 경상계열 3명(7.69%)로 나타났다. 앱인벤터

련 설문조사 결과, 앱인벤터에 해 이 에 알고 있었는

가의 질문에 2명(5.13%)이 앱인벤터에 해서 들어본

이 있다고 응답했다.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

이 어려웠는가? 질문에 앱 작성하기 의 체설계 부분

에 6명(15.38%), 디자인 역은 3명(7.69%), 블록 역, 즉

코딩 역은 27명(69.23%), 어려운 부분 없다고 응답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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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3명(7.69%)으로 나타났다. 앱인벤터의 컴포 트 부

분에서는 Connectivity 부분과 Storage 컨트롤, Social 컨

트롤을 이해하기가 힘들어 했으며 문법 에서는 배열

(리스트) 역 19명(48.72%), 로시 14명(35.9%), 데

이터베이스 역 5명(12.82%), 제어 역 1명(2.56%) 순

으로 나타났다. 수업을 통해 배운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곳에응용할수 있다고생각하는가?의 질문에매우

그 다 11명(28.21%), 그 다 19명(48.72%), 보통이다 8

명(20.51%), 그 지 않다 1명(2.56%)로 부분이 정

인 응답을 했다. 코딩교육을 통해 창의 인 안목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의 질문에 매우 그 다 12명

(30.77%), 그 다 17명(43.59%), 보통이다 8명(20.51%),

그 지않다 2명(5.13%)로응답했다. 코딩교육을통해 문

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한

응답은 <Table 3>과 같이 정 응답이 94.87%로나타

났다. 경진 회에 제출할 앱을 자기 주도 으로 개발하

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들을 자신의힘으로 해결하여

최종 인 앱을 개발한 결과인 것 같다.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Frequency 10 20 7 2 0

Percentage 25.64% 51.28% 17.95% 5.13% 0%

<Table 3> Problem solving skills improvement 

whether or not?

학습자자신이 직 앱을작성할 수 있다는것이 신기

하고 흥미로운 수업이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38명

(97.44%)으로 정 이었다. 앱개발 경진 회를 통해 코

딩능력이 많아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35명

(89.74%)으로 나타났다. 이 수업을 통해 코딩에 한

심과 흥미가 증가되었는가의 질문에 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난 것처럼 36명(92.31%)이 정 으로

응답을 했다.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Frequency 10 17 9 3 0

Percentage 25.64% 43.59 23.08 7.69 0%

<Table 4> Increased interest in coding education

after classes?

<Table 5>에는 공과융합하여응용할수 있다고생

각하는 가의 질문에 89.74% 정 인 응답을 하 다.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Frequency 13 14 10 3 1

Percentage 33.33% 35.9% 25.64% 7.69% 2.56%

<Table 5> Possibility of an application to merge 

with majors?

앱인벤터가 자신의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의 질문에 한 응답결과는 <Table 6>과 같이

94.87%가 정 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Frequency 15 17 5 2 0

Percentage 38.46% 43.59% 12.81% 5.13% 0%

<Table 6> Improve thinking and creativity?

계열별로 학습 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실시한 결과 <Table 7>

과 같이 F 통계 값이 2.12, 유의확률은 .0993으로서 유의

수 .05에서 계열별로 학습 성취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비 공자 학습자들에게 맞는 블록으로 쉽

게 작성할 수 있는 코딩수업으로 인해 계열과는 상 없

이 자신의 수업참여도에 따라 학습 성취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S df MS F P

Department 399.67 4 99.92 2.12 0.0993

Error 1600.08 34 47.06 0%

Sum 1999.74 38

<Table 7> One-Way ANOVA results

개인 인터뷰를 통해 부분 학습자들이 문제를 분석

한 후 알고리즘 작성과 순서도 작성하는 부분이 처음

하는 역이라 힘들었다고 응답했다. 모든 역이 처음

하는 부분이라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해속도도 빨라졌으며 앱개발에 심이 가고 수업이 흥

미로워졌다고 응답했다. 앱개발은 컴퓨터 공자들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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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비 공자인 학습자들이앱을 개발

할 수 있음에 자부심을 갖고 공 역과 융합하여 컴퓨

사고력 기반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으로 인식

의 변화가 조 은 생겼다고 응답했다. 경진 회 앱을 분

류해보면 총 28개 이 참여하 다. 앱, 본교 홍보,

소개, 본교 학생식당별 메뉴소개와 찾아가기 앱, 게임 앱,

학교주변 지역 련 앱, 실생활 련 앱, 먹거리 련 앱

등이었다. 한 학기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앱을

작성해 으로써 학습자들은 코딩교육에 심을 가지게

되었고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창의력 등이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났다. 자신의 공과 련된 앱을 개발한 학습자

들도 있어서 향후 공 역과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기 된다. 코딩

교육의 효과에 한 인식은 문제해결능력 향상 22명

(56.41%), 사고력 향상 10명(25.64%), 창의력 향상 7명

(17.95%) 순으로 응답하 다.

4. 결  및 후과제

교육용 로그래 언어는 자신의 공이나 문 역

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효과 으로 단시간 내에 창

출할 수 있는 개발도구이므로 비 공자들에게맞는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소 트웨어 융합인재를 양성하여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비 공자들의 소 트웨

어교육을 한 수업모형 개발이 실히요구되는 시 에

본 연구는 비 공자들을 한 코딩교육학습모형을 제시

하고, 개발한 학습모형이 비 공자들의 공 역과 융합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효과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궁극 목 이 있다. 이처럼

비 공자들 상으로 코딩교육이 실히 요구되는 시

에 본 연구는 보편 교육으로서의 코딩교육을 해 블

록형언어의 하나인 앱인벤터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제시

하 다.

수업진행만으로 학습자들의 코딩교육의 효과를 얻어

내기가 어려우므로 수업과 연계된 비교과 로그램인 앱

개발 경진 회를 실시하 다. 자기 주도 학습을 가능

하게 하는 학습자 심의 수업환경으로 진행하기 해

립러닝 방식으로 진행을 하 다. 립러닝 방식으로 진

행된 경진 회를 통해 문 인 로그래 지식이 없는

비 공자들도 자신의 독창 인 아이디어로 다양한 앱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

며 자신의 공과 연계된 앱개발에도 심을 가질 수 있

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다. 독창 인 앱을 설계, 분석

개발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 자기 주도 학습능력,

컴퓨 사고력 향상을 기 할 수 있었다. 경진 회를 마

친 후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마트한 앱

개발 경진 회를 통해 학습자들의 문제해결능력이 향상

되었다고 94.87%가 정 인 응답을했으며 공과 융합

하여 응용할 수 있다고 89.74%가 정 인 응답을 했다.

이 수업을 통해 코딩에 한 심과 흥미가 증가되었다

고 92.31%가 정 인 응답을 했다. 개인인터뷰를 통해

비 공자인 학습자들이 앱을 개발할 수 있음에 자부심을

갖고 공 역과 융합하여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으

로 인식의 변화가 조 은 생겼다고 응답을 하 다.

한 학기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앱을 개발해

으로써 학습자들은 코딩교육에 심을 가지게 되었고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창의력 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

났다. 자신의 공과 융합한 앱을 작성한 학습자들도 있

어서 향후 공 역과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계열별로 학

습 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일원분산분

석을 실시한 결과 계열별로 학습 성취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공자 학습자들에게 맞는 블록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코딩수업으로 인해 계열과는 상

없이 자신의 수업참여도에 따라 학습 성취도가 달라지는

것 같다. 향후 3주 동안 진행한 립러닝을 10주 이상 진

행하여 수업의 효과 차이를 검증해 보고 사물인터넷과

연계한 수업모형 개발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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