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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프로그래밍의 통합개발환경(IDE), 자동차 운전의 네비게이션과 같

은 보철 지식도구는 사용자의 기억에 외부의 지식을 보철하여 많은 정

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 본 연구는 보철 기억의 활용

으로 새로워진 환경에서 변화된 정보행동을 분석하고자 하며, 그 중에

서도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정보 행동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통해 프로그래밍 비숙련자가 문제를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기능

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낌을 알 수 있었고, 비숙련자와 숙련

자가 함께 하는 실험을 통해 정보 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비숙련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정보 행동 

관찰을 통해 누구나 쉽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돕는 보철 도구를 만

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0명의 비숙련자를 대상으로 Python 프로그

래밍 강의를 진행한 후, 드롭박스와 구글 크롬을 이용해 이들의 정보행

동과 프로그래밍 과정을 살펴보았다. 드롭박스가 저장되는 파일에 대한 

변경내역을 모두 저장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험자가 드롭박스 폴더에

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한 후 모든 변경사항을 자연스러운 개발 환경 하

에서 수집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 본 실험의 프로그래밍 비숙련자는 문제의 본질과 방향

을 결정하는 Focus Formulation 단계와 정보원을 선정하는 Identify 

Source and Chain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음을 알 수 있었다. 비숙련자는 

특히 웹 검색을 숙련자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

었고, 실험 데이터를 통해 과제 초기에 검색을 통한 개발 관련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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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집한 피험자가 그렇지 않은 피험자보다 더 빠르게 과제를 완료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 행동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보 

행동 가이드라인과 디버깅을 도와주는 보철 도구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실제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고 의견을 받았다.  

 

주요어: Prosthetic Memory, Metamemory, Computer Programming, 

Information Behavior, Novice Programmer, Human Computer 

Interaction,  

학번: 2011-2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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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1 절 연구의 배경 

보철 기억 (Prosthetic Memory)은 Landberg가 자신의 책

「Prosthetic Memory: Total Recall and Blade Runner」에서 처음 쓴 

용어로, “인간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오지 않은 기억”을 뜻한다. 

(Landberg, 1995) 보철 기억은 인간 기억의 한계를 증가시켜 한 사람이 

많은 정보 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 언어-문자-책이 발

명되면서부 터 사람들은 머리 속의 지식을 서서히 머리 밖으로 위임할 

수 있게 되 었는데 , 컴퓨터와 인터넷을 만나면서 그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10 년간 인터넷 인구는 급격히 상승하여 선진국

의 2013년 인터넷 인구는 100명당 77명에 달하게 되었다. (ITU, 2013) 

이러한 인터넷의 전세계적인 대중화는 인터넷 상의 지식을 자신의 지식

에 보철해 생활하는 ‘지식형 사이보그 ’를 등장시켰다. (이중식 , 2010) 

 

 

[그림 1]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통계 (ITU,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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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든 빠르게 머리 밖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면 , 그만큼 

우리는 유기 기억 (Organic Memory)에서 보철 장치에 의존하여 정보

를 되찾을 수 있는 메타 기억 1(Metamemory)의 비중을 높일 것이 다. 

목표지 운행 정보를 보철해주는 자동차 네비게이션 도구의 보편화가 그 

예이다 . ‘아는 것’의 의미가 재정의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보철 지식 활용 실패의 예시 (xkcd, 2011) 

 

그렇기 때문에 정보 행동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만나는 접점 또한 

지금과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정보 저장 과정에서 사람들은 기존에 학

습하던 것과 다른 내용을 학습할 것이며, 정보 인출 과정에서는 정보 

행동 을 더욱 똑똑하게 보철해줄 응용 도구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정

보 행동에 대한 연구들처럼 앞으로 보철 지식에 대한 연구 역시 각 직

업 및 사용자 유형 별로 연구가 확장되어 보다 많은 사람이 지식을 보

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기억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 (Flavell, 1971; Schneider & Pressle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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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최근 새로운 환경에서 변화된 정보 행동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 중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정보 행동을 중 

점적으로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정보원을 찾고 이용하는 능력’은 프 

로그래머의 성공적인 과업 수행 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 (Tenopir & King, 2004) 또한 프로그래머들은 이미 인터넷과 

개발 도구를 통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철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보철 

지식 도구의 적용 장벽이 높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Brandt, 2009) 때

문에 프로그래머 의 보철 지식 도구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효용성이 높

으면서도 적용 장벽이 낮아, 보철 지식에 대한 초기 연구 대상으로 적

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프로그래머가 정보를 다루는 과정 중에서도 프로그래밍 

비숙련자가 접하는 정보 행동의 어려움에 집중하고자 한다. 컴퓨터 프

로그래밍은 머리로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필연적으로 다루

어야 하며, 그러한 상황을 뒷받침하듯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정보 행동

의 어려움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주요 장벽으로 손꼽고 있기 때문이다. 

(Ko , 2004; Essi, 2005) 

    프로그래밍 비숙련자가 넘어서지 못하는 장벽을 숙련자가 어떠한 

정보 저장/인출 전략을 통해 넘어서는지 관찰하고, 이를 비숙련자에게

도 적용 가능한 보철 지식 툴/가이드로 제작하여 그 효과를 비교한다. 

이 연구를 통해 프로그래밍 비숙련자가 겪는 정보 행동의 문제점이 무

엇이고, 어떤 정보의 보철이 프로그래밍 비숙련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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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프로그래머의 정보 행동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프로그래머의 업무를 정보 행동의 관점 

에서 모델링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O’Brien은 기존의 Wilson,  

Kuhlthau 등이 제안한 정보 행동 모델을 정리하고, 이를 프로그래머의 

정보 행동과 비교하였다. (O’Brien, 2005) 그는 기존의 정보 행동 모델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비선형적인 정보행동을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

하고 있음을 비교 연구를 통하여 통하여 지적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를 위한 정보 행동 모델을 새로이 제안하였다. 

 

 

    [그림 3] O’Brien이 제안한 프로그래머의 정보 행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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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모델은 프로그래머의 정보 행동을 총 다섯가지 단계로 

나누었으며, 그 중 Awareness of Problem과 Focus Formulation을 문제 

중심으로, Identify Source and Chain, Browse & Differentiate, Extract를 

해결책 중심으로 묶어서 나누었다. 각각의 단계는 비선형적으로 

구성되어 어떠한 과정에서도 각 절차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각 단계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Awareness of Prblem: 문제의 요구사항을 인식 

2. Focus Formulation: 문제의 방향과 본질에 대한 질의 

3. Identify Source and Chain: 정보를 수집할 정보원 선택 

4. Browse & Differentiate: 정보원을 중심으로 정보탐색 

5. Extract: 찾아낸 정보를 현재 문제에 맞춰 추출 

 

이 모델은 프로그래머의 업무 과정과 기존의 정보 행동 모델을 

비교하여 만들어진 정보행동 모델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중심의 정보 

행동을 객관적이며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장점이있다. 

 

제 2 절 정보 행동의 격차와 장벽 

먼저 프로그래밍 비숙련자가 느끼는 장벽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Ko는 최종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교육을 할 때 느끼는 

여섯가지 장벽을 연구하였다. (Ko, 2004) 이 연구에서 Ko는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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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Coodination, Use, Understanding, Information의 여섯가지 

장벽을 정의하였으며 이 장벽간의 상관 관계를 규명하였다.  

    Essi는 프로그래밍 비숙련자를 대상으로 학습 과정에서의 어떤 

요소를 어렵다고 인지하는지 연구하였다. (Essi, 2005)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1순위로 

뽑았으며, 2위로 기능을 절차로 나누는 것, 3위로 자신의 프로그램의 

버그를 찾는 것을 뽑았다. 프로그래밍 컨셉으로는 1순위로 recursion을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했으며, 그 뒤로 abstract data type, error 

handling을 어려워했다.  

Dehnadi는 프로그래머의 정보 행동중 멘탈 모델 형성 과정을 

중점적으로 의미 있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Dehnadi, 2006) 그는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멘탈 모델 형성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프로그래밍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과제를 작성하였는데, 이 과제는 알고 있지 않은 언어에 

대한 간단한 소스코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제였다. 

 

 

[그림4] Dehnadi가 실험에서 사용한 질문지 (Dehnadi, 2006) 

이 과제는 학생이 문제를 풀 때 소스 코드가 동작하는 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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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 모델이 일관적인지, 문제에 따라 비일관적인지를 구분하는 척도로 

이용되었다. 실험 결과, 사전 과제에서 일관된 멘탈 모델을 형성하여 

답을 결정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성적 

차이를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비숙련자가 실전에서 겪는 정보 행동 장벽을 숙련자는 넘어서고 

있다. 그러므로, 숙련자의 검색 행동을 살펴보면 숙련자의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정보 행동에 대한 조금 더 직접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Brandt은 인터넷 검색을 이용한 프로그래머의 정보 보철 

활동을 관찰하였다. (Brandt, 2009) 랩에서 프로그래밍 업무를 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 개월간 검색 히스토리를 수집하였으며, 쿼리의 

어휘구조, 교정과정, 방문한 결과페이지를 분석하여 다섯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프로그래머는 웹을 즉석 학습 도구로 이용한다. 둘째, 종종 

구글 검색을 번역기처럼 이용한다. 기존의 아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의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이 현재 필요한 용어나 문법을 

찾고자 한다. 셋째, 복잡한 문법은 의도적으로 암기하지 않고 웹으로 

보철한다. 넷째, 프로그래머는 종종 웹에서 가져온 코드의 테스트를 

미뤄두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프로그래머는 쿼리 교정에 능하다. 이 

연구는 웹을 통한 프로그래머의 보철 지식 활동을 정량적으로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웹 이외의 보철 지식 활동 

(책, 동료등)에 대해서는 관찰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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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보철 기억의 유용성 

정보의 보철에 대한 학자들의 고민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300년 

전에도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는 

소크라테스가 파이드로스에게 발명의 신 토트와 타무스가 나눈 대화를 

들려주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토트가 문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타무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 문자의 아버지인 당신은 자손들을 

사랑하여 발명해낸 그 문자의 본래의 기능에 정 반대되는 성질을 

부여한 셈입니다. 문자를 습득한 사람들은 기억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오히려 더 많이 잊게될 것입니다. 기억을 위해 내적 자원에 

의존하기보다 외적 기호에 의존하게 되는 탓이지요. (...) 그들은 적절한 

가르침 없이도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고, 따라서 

실제로는 거의 무지하다 할 지라도 지식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지혜 대신 지혜에 대한 자만심으로 

가득차 사회에 짐만 될 것입니다." 

보철 기억 장치에 대한 유용성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 Kalnikaité는 

유기 기억만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것과 보철 기억 장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기억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Kalnikaité, 2008) 실험 결과 

보철 기억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유기 기억만으로 정보를 다루는 

것보다 전반적 효과와 정확도가 더 뛰어났으나, 어떤 보철 매개체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효과와 정확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보철 장치로서 보이스 레코더는 효과적이지 못했으며, 

종이 기록은 정확도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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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육은 유기 기억에 저장한 정보만을 아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면, 최근의 교육은 보철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 또한 아는 것으로 보고

자 하는 관점이 늘고 있다. 오픈북 테스트는 보철 지식을 활용하여 최

고의 답안을 낼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유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오픈북 

테스트에 대한 연구를 보면 지식의 보철을 염두에 둔 학습 과정을 구체

적으로 알 수 있다. Glenda는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오픈북 테스

트를 진행하였는데, 1그룹은 중간 고사 직전에 오픈북 테스트를 위한 

시험 전략을 가르쳐 주었고, 2그룹은 전략을 가르쳐주지 않고 진행하였

다. 그 결과, 1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데 성

공하였다. 이 논문은 기존의 학습에 필요한 저장/인출 전략이 아닌 오

픈북테스트를 위한 정보의 저장/인출 전략이 별개로 필요함을 시사하였

다.(Glend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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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와 가설 

 

제 1 절 용어의 정의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용어를 

먼저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유기기억(Organic Memory)은 최소한의 단서를 이용해 외부 

매체의 도움 없이 기억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반대로 보철 

기억(Prosthetic Memory)는 개인이 접근 가능한 외부 매체에 

저장해놓은 정보를 뜻한다. 보철 기억은 보철 기억을 찾을 수 있게 

최소한의 메타 기억을 유기 기억에 저장하는 과정이 함께 포함된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프로그래밍 비숙련자와 프로그래밍 숙련자로 나누어 정의하고자 한다.  

    프로그래밍 비숙련자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있다고 

인지하나, 학습 목적이 아닌 프로그래밍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뜻한다. 프로그래밍 숙련자는 학습 목적이 아닌 프로그래밍 경험이 

최소 1회 이상 있는 사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래밍이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프

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코드를 작성하고 완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칭

하며, 그 외의 다른 분야에서 통용되는 뜻은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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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와 가설 

RQ1. 프로그래밍 비숙련자는 프로그래머의 정보 행동 모델중 실제로 

어디서 어려움을 겪는가? 프로그래밍 숙련자는 어떻게 그 장벽을 

넘어서는가? 

(가설1) 프로그래밍 비숙련자는 문제를 해결할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것과 외부의 프로그래밍 정보를 조합하는 과정을 어려워할 것이다.(Essi, 

2005) 

(가설2) 프로그래밍 숙련자는 문제 해결을 프로그램으로 디자인하고 

외부의 프로그래밍 정보를 조합하는데 더 뛰어날 것이다.(Brandt, 2009) 

 

RQ2. 프로그래밍 비숙련자와 프로그래밍 숙련자는 프로그래밍 정보 

저장/인출 전략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가설1) 프로그래밍 비숙련자는 유기 기억에 인터넷/개발툴에서 충분히 

보철 가능한 정보들을 모두 저장하고자 할 것이며, 숙련자는 유기 

기억에 인출 빈도가 높은 문법적 정보를 중심으로 저장하고, 보철 기억 

장치에 라이브러리와 버그 탐색법 등을 저장할 것이다.(Brandt, 2009) 

(가설2) 프로그래밍 비숙련자는 숙련자보다 프로그래밍으로 연상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메타 기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선행 연구의 프로그래밍 장벽 연구에서 유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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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파일럿 실험 

    본 실험은 비숙련자의 정보행동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비숙련자

를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이 실험의 일부에 포함된다. 이는 데이터 수

집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파일럿 실험을 통해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거친 

뒤 본 실험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실험 준비중 다른 사람에 의해 진행되고 있던 비숙련자 대상의 

HTML5/CSS 수업의 강사와 수강생에게 요청하여 파일럿 실험을 실시

할  기회를 얻았으며, 이 강의에서 처음 계획했던 실험을 진행하여 실

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총 3주간의 파일럿 

테스트는 아래와 같은 실험 과정을 거치며, 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올바

르게 수집할 수 있는지 관찰하였다. 

 

1. 피험자 대상의 수업을 1시간 가량 진행 

2. 해당 수업과 연관된 과제를 주고, 마감기한까지 과제를 제출 

3. 저장된 파일을 분석하여 결론 도출 

 

    과제 제출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하도록 지시하였다. 

 

1. 과제는 드롭박스의 지시한 공유 폴더에서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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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검색은 인터넷 교재와 검색으로 한정하며, 구글 크롬 브라

우저를 통해서만 진행한다. 

3. 과제를 마치고 같은 공유 폴더에 크롬 브라우저의 방문 기록을 

저장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제출된 파일을 분석하여 아

래와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1. 과제의 제출율이 매우 낮았다. 

    파일럿 실험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고, 수업이 완료된 후 과제를 제출하여 과제 수행 결과를 실험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험 대상자들이 수업 외 시간

의 다른 업무 및 활동으로 본 과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과제 제출율이 평균적으로 20% 수준에 머물러, 파일럿 실

험의 결과로는 정상적인 결론 도출이 불가능하였다. 

 

2. 과제 제출 과정의 실수로 분석 데이터가 누락되었다. 

    파일럿 실험에서는 과제를 수업 외 시간에 진행하였는데, 이 과

정에서 실험 데이터 작성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데이터 누락

이 발생하였다. 12명의 학생 중 4명이 실제 과제를 하였지만 지시대

로 과제를 제출하지 않아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없었는데, 이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였고, 아래와 같은 이유였음을 알 수 

있었다. 

 

(1) 과제를 하는 도중, 혹은 제출 이후 제출과정이 있음을 기억했다. 

(2) 제출 과정이 어려워 따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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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의 참여율이 점점 낮아졌다. 

    교육 과정은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과 끈기를 필요로 한다. 일주

일 1시간 수업으로 구성된 수업 과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율이 

낮아졌다. 수업 과정의 스케쥴이 잦을 수록 개근은 점점 어려워지고, 

프로그래밍 수업의 특성상 중간에 수업을 참석하지 않으면 이후 수

업을 듣기 어렵기 때문이다. 

 

4. 과제 수행 과정에서 유의미한 문제점을 볼 수 없었다. 

    수업 이후 제시된 과제는 주로 해당 수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식을 이용하는 과제로 구성되어있었다. 정상적으로 제출된 파일럿 

데이터에서는 아무 인터넷 방문 기록이 없이도 능숙하게 과제를 수

행하였고, 이는 숙련자와의 차이점을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 비숙련

자가 능숙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 해결과정에서 바로 이전 

수업의 자료만 참조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제 2 절 실험 계획 

실험 방법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각 (1) 학습 (2) 장벽 

실험 (3) 보철 실험으로 구성한다. 본 실험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

밍 언어 중 Python 언어를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CodeEval의 조사에 의하면 , Python은 2013 년 가장 대중적인 프로그

래밍 언어 1위를 차지한 언어이며 , 학습 실험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

인 교육 연구 사례가 있어 이번 실험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Grandel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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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 방법 

 

실험 명 실험 내용 

학습 
1. 실험 대상자 (비숙련자 10명, 숙련자 10명) 모집 

2. Python 학습 중의 학습 과정 기록 

장벽 실험 

1. 비숙련자 그룹과 숙련자 그룹에게 과업 전달, 

 정보 행동 수집 

2. 정보들을 취합하여 인사이트 도출 

보철 실험 

1. 장벽 실험의 데이터로 보철 도구 제작 

2. 비숙련자 그룹에게 이를 이용한 과업을 전달 

3. 이전 실험과의 차이를 비교 

[표 1] 연구 방법 

1. 학습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학습 경험이 없는 프로그래밍 비

숙련자와 프로그래머 두 집단을 각각 10명씩 모집한 후, 비숙련자 대상

으로 Python 프로그래밍 강의를 수행한다. 프로그래밍 강의를 무료로 

받는 대신, 피험자 집단은 아래와 같은 수업 진행 규칙을 따라야 했다. 

아래 실험 과정은 파일럿 실험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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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은 일주일에 같은 수업을 2번 진행하며, 피험자 개인이 참

여 가능한 날을 선택하여 참여한다. 어느 날 참여하든 상관 없

으나,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참여를 2회 이상 실패시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수업을 참여하면 카카오톡 그룹 대화방에 참여하여 강사의 공

지사항과 투표 참여에 성실히 임한다.  

(3) 수업은 1회 3시간을 진행하며, 총 3회를 진행한다. 

(4) 3회 수업의 경우 2시간은 수업을 진행하고, 1시간은 장벽 실험

을 진행한다. 

 

    (2)번은 피험자와 강사간의 정보 공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3)번은 수업 횟수를 줄여 더 높은 참여율을 얻기 

위한 선택이었다. 실제로 실험 참여율은 평균 86.67%로 이전의 파일럿 

실험자 참여율인 54%에서 큰 폭의 개선을 이루었다. 

  

[그림 6] 학습 진행 



 
17 

  

[그림 7] Learn Python The Hardway 

    학습 파트에서 수업할 내용은 Learn Python The Hardway 를 주교

재로 삼았으며, 이후 장벽 실험에서 개발할 프로그램에 필요한 최소 문

법과 개념을 학습시키기 위해 수업 내용을 교정하였다. 

    「Learn Python The Hardway」는 유명 Python 입문서 중 하나로, 

‘주어진 코드를 복사/붙여넣기 없이 모두 타이핑하며’ 학습을 할 수 있

게 구성된 교재이다.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이 책의 강의 방식이 관

찰과 병행해서 진행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 강의자가 핵

심 개념만 설명해주고 나면 그 이후는 학습자가 직접 타이핑하고 수정

하면서 직접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강의 순서는 Exercise 0, 1, 2, 3, 4, 5, 6, 11, 12, 29, 30의 코드를 직

접 타이핑하고, 각 코드의 구조를 해석해주었으며, 학습 과정 역시 드롭

박스에 저장하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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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벽 실험 

첫번째 실험에서 모집한 프로그래밍 비숙련자 그룹, 프로그래머 그

룹에게 파이썬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다. 과제는  

Andrew J. Ko의 연구 방법을 참고하여 ‘비만 측정을 해주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도록 지시하였다. (Ko, 2004) 해당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지시

한 이유는, 이 과제에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몇 가지 장

치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비만 측정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적인 

요소는 이전 수업을 통해 모두 학습하였다. 즉, 프로그래밍 언

어 전반을 이해하지 못하여 생기는 장벽은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2) 비만 측정을 위해서는 실수 연산을 해야 한다. 실수 연산은 당

일 수업이 아닌, 1주일 이전의 수업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정

보 탐색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노트나 교재를 통해 

충분히 다시 찾을 수 있다. 

(3)  비만 측정 알고리즘을 어떤 것으로 채택하라는 구체적인 지시

가 없었기 때문에, 피험자는 비만 측정 알고리즘을 스스로 찾

고 구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 정보 탐색이 필요하며, 

이는 수업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다. 

 

위 과제를 1시간동안 수행하며, 프로그래밍 수업때 이용한 자료와 

인터넷을 제외한 어떠한 타인의 도움도 받아서는 안된다. 질문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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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에게만 할 수 있으며, 실수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아

래 내용을 담은 레포트를 제출한다. 

 

(1) 어떤 문제에 직면하였는가? 

(2) 어떻게 해답을 받아 장벽을 해소하였는가? 

 

프로그래머 그룹과 프로그래밍 비숙련자 그룹 모두 드롭박스에 지

정된 폴더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다른 폴더에서 작업 후 옮기

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브라우저 방문 기록 수집을 위해, 인터넷 브

라우저는 구글 크롬으로 제한하였고, 프로그램 작성이 완료되면 구글 

크롬의 브라우저 방문 기록을 지정한 드롭박스 폴더에 함께 저장하도록 

지시하였다. 

드롭박스는 기존의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파일 싱크를 할 수 있

는 크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이다. 설치하면 만들어지는 드롭박스 폴더

에 파일을 저장/수정/삭제하면, 해당 파일을 드롭박스 에이전트 프로그

램이 서버에 저장시켜주고, 같은 계정으로 연동되어있는 컴퓨터의 드롭

박스 폴더에 싱크해준다. 특히 변경 사항의 경우, 드롭박스 웹 애플리케

이션을 통해 과거 버전을 모두 열람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실험 참

여자가 인위적인 행동 변화를 하지 않고도 파일 조작에 대한 이력을 기

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기 위해 저장된 자료는 드롭박스의 버전 관리 시스템에 의해 모든 변

경사항이 증분 저장되며, 실험 진행자가 유료 플랜의 드롭박스 계정을 

보유하고 있을 때 모든 이전 버전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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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코딩 과정을 실제 코딩 수업과의 차이를 최소화한 형태로 수집

할 수 있다. 

 

[그림 8] 드롭박스에 남은 변경 이력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 opendiff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드롭

박스 웹상에서 편리하게 파일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 DropboxDiff라

는 확장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이용하여 코딩에 활용하였다. 

 

 

[그림 9] opendiff 프로그램을 사용해 버전 비교를 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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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는 버전별 변화를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매 변화를 

실험 진행자가 직접 리뷰하여 버전 변화를 스프레드 시트에 정리하였으

며, 분석을 돕기 위해 이를 중개념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3. 보철 실험 

장벽 실험에서 발견한 인사이트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보철 지

식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한다. 이 도구는 가이드라인과 툴이 

포함된 형태이다. 보철 도구가 완성되면 비숙련자 그룹에게 해당 보철 

도구를 제공하고 장벽 실험의 과업을 수행한다. 실험 간의 성취 과정의 

차이를 비교하여 실험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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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데이터 수집과 분석 

 

제 1 절 데이터 수집 과정 

   수업은 총 3회 진행되었으며, 비숙련자 10명과 숙련자 7명을 모집

하여 진행하였다. 피험자는 Python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기

업에서 모집하였으며, 사전 설문을 통해 두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

상으로 한정하여 피험자 집단을 모집하였다. 

 

(1) 과거에 프로그래밍 언어나 이와 유사한 것을 학습한 경험이 있습니까? 

(2) 학습 목적인 아닌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으신가요? 

 

    3장의 조작적 정의에 언급한대로, (1)번의 응답을 예로, (2)번의 응

답을 예로 한 응답자를 숙련자 집단으로 정하였고, (1)번의 응답을 예로, 

(2)번의 응답을 아니오로 한 응답자를 비숙련자 집단으로 정하였다. 

 

   실험 시작 전 설문조사를 통해 비숙련자 집단의 나이, 성별, 직업등

을 모집하였으며 이를 P{{숫자}} 형식으로 익명화하였다. 비숙련자 집단

은 남자 6명, 여자 4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평균 나이는 만 26세였다. 

직업군은 디자이너 3명, 영업 4명, 경영 지원 1명, 고객관리 2명으로 

비 개발자 업종으로 고르게 분포되어있다. 숙련자 집단은 평균 나이가 

만 27세이며 전원이 남자 프로그래머였다. 피험자별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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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성별 출생년도 직업 학습 경험 실전 경험 

P1 남자 1986 디자이너 예 아니오 

P2 남자 1990 경영지원 예 아니오 

P3 여자 1988 영업 예 아니오 

P4 여자 1988 영업 예 아니오 

P5 여자 1989 디자이너 예 아니오 

P6 남자 1989 영업 예 아니오 

P7 여자 1989 디자이너 예 아니오 

P8 남자 1984 영업 예 아니오 

P9 남자 1988 고객관리 예 아니오 

P10 남자 1986 고객관리 예 아니오 

P11 남자 1987 프로그래머 예 예 

P12 남자 1980 프로그래머 예 예 

P13 남자 1988 프로그래머 예 예 

P14 남자 1988 프로그래머 예 예 

P15 남자 1987 프로그래머 예 예 

P16 남자 1988 프로그래머 예 예 

P17 남자 1988 프로그래머 예 예 

[표 2] 피험자 정보 

 

    이 중 진행자와 피험자 모두가 실수하여 누락된 자료 2건과 사정에 

의해 실험을 중도 하차한 1명을 제외한 14명의 데이터를 온전히 수집

할 수 있었다. 실험 계획에서 밝힌대로 드롭박스의 버전별 기록을 하나

씩 확인하며 버전별 변경사항을 코딩하였으며, 같은 시간에 웹사이트의 

방문 기록을 시간을 중심으로 취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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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P 행동 / 웹 참조 의도 결과 

오후 9:34 P3 비만도측정 : 네이버 통합검색 알고리즘 검색 
 

오후 9:34 P3 빈 파일 생성 빈파일생성 
 

오후 9:34 P3 Oh! Happy Day!! :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 검색 
 

오후 9:39 P3 첫 소스코드 작성, 입력값 확인 입력받기구현 논리 에러 

오후 9:40 P3 %r을 %d로 바꿔봄 입력받기구현 논리 에러 

오후 9:42 P3 나누기 기호 앞뒤의 띄어쓰기 제거해봄 입력받기구현 논리 에러 

오후 9:43 P3 format을 안하고 ,로 이어서 출력해봄 입력받기구현 논리 에러 

오후 9:47 P3 http://learnpython…/book/ex3.html 교재 열람 
 

오후 9:47 P3 
노을이 질 때.. 하늘을 바라보면.. :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 검색 
 

오후 9:47 P3 bmi지수 : 네이버 통합검색 알고리즘 검색 
 

오후 9:47 P3 Tistory! 알고리즘 검색 
 

오후 9:48 P3 width/height에 괄호 붙여봄 입력받기구현 논리 에러 

오후 9:49 P3 bmi지수 계산법 : 네이버 통합검색 알고리즘 검색 
 

오후 9:49 P3 스마트 베이비 :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 검색 
 

오후 9:50 P3 weight/(height*height) 로 정상 공식 적용 측정값계산구현 논리 에러 

오후 9:50 P3 비만증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알고리즘 검색 
 

오후 9:52 P3 
계산결과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파이썬 실수

로 검색해보기를 추천받음 
강사에게질문 

 

오후 9:52 P3 파이선 실수 : 네이버 통합검색 문법 검색 
 

오후 9:52 P3 int 변환을 float 변환으로 변경 측정값계산구현 
 

오후 9:53 P3 http://learnpython…/book/ex11.html 교재 열람 
 

오후 9:58 P3 
비만 여부 출력 기능 추가. 잘못된 IF 문 사

용 
비만상태출력구현 문법 에러 

오후 9:58 P3 http://learnpython…/book/ex30.html 교재 열람 
 

오후 9:59 P3 http://learnpython…/book/ex4.html 교재 열람 
 

오후 10:00 P3 http://learnpythonthehardway.org/book/ex29.html 

 

교재 열람 
 

오후 10:00 P3 IF문을 도로 지워봄 비만상태출력구현 
 

오후 10:01 P3 
IF문 하나만 다시 추가해봄. 여전히 틀린 문

법 
비만상태출력구현 문법 에러 

오후 10:02 P3 IF문 교정 비만상태출력구현 
 

오후 10:03 P3 비만 여부 출력 기능 제대로 추가해서 완료 비만상태출력구현 
 

[표 3] 데이터 시트 예시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B%B9%84%EB%A7%8C%EB%8F%84%EC%B8%A1%EC%A0%95&sm=top_hty&fbm=1&ie=utf8
http://blog.naver.com/tkdgml9098?Redirect=Log&logNo=80195291883
http://learnpythonthehardway.org/book/ex3.html
http://blog.naver.com/okdiuvee?Redirect=Log&logNo=140190872954
http://blog.naver.com/okdiuvee?Redirect=Log&logNo=140190872954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bmi%EC%A7%80%EC%88%98&ie=utf8&sm=tab_she&qdt=0
http://happymeals16.tistory.com/81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ie=utf8&query=bmi%EC%A7%80%EC%88%98+%EA%B3%84%EC%82%B0%EB%B2%95&x=-595&y=-51
http://blog.naver.com/shk2h?Redirect=Log&logNo=150155229497
http://ko.wikipedia.org/wiki/%EB%B9%84%EB%A7%8C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ie=utf8&query=%ED%8C%8C%EC%9D%B4%EC%84%A0+%EC%8B%A4%EC%88%98&x=-595&y=-51
http://learnpythonthehardway.org/book/ex11.html
http://learnpythonthehardway.org/book/ex30.html
http://learnpythonthehardway.org/book/ex4.html
http://learnpythonthehardway.org/book/ex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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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는 P3의 코딩 데이터 예시이다. P3는 비숙련자로서 세번째로 

빠른 속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피험자이다. 피험자는  프로젝트의 시

작시점인 9시 34분에 가장 먼저 BMI알고리즘을 검색하였으며, 곧바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키와 몸무게 값을 입력 받는 부분에

서 논리 에러를 발견하여으나, 피험자는 이 에러가 논리 에러인지 문법 

에러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듯한 수정 과정을 보였다. 10분 정도 

이 에러에 대한 디버깅 과정을 진행하다 강사에게 해당 논리 에러에 대

한 질문을 하였고, 강사는 파이썬 실수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는 것을 

추천하였다. 피험자는 강사의 제안에 따라 파이썬 실수를 검색하여 나

온 결과를 참조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이후 if문에 관한 몇가지 문법 

에러를 일으킨 후 요구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 14명의 피험자로부터 비만도 검사 프로그램 

개발 이력을 받았으며, 비숙련자 그룹은 평균 24회 저장을 하며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숙련자 그룹은 이보다 적은 횟수와 시간을 투자하

였는데, 평균 8회 저장을 하였고 12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프로그램 개발 이력을 정량화하여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분

류 기준을 선정하여 각 이벤트에 코딩하였다. 모든 이벤트는 아래 분류 

기준에 모두 부합하며, 한 이벤트에 복수의 분류 기준이 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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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소분류 설명 

구

현 

입력받기구현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받는 로직을 코딩한 이벤트 

측정값계산구현 입력값으로 비만 여부를 계산하는 로직을 코딩한 이벤트 

비만상태출력구현 계산된 결과로 비만 상태를 출력하는 로직을 코딩한 이벤트 

디버그 기능 추가가 아닌 버그를 찾기 위해 코딩한 이벤트 

되돌림 이전의 버전으로 되돌린 이벤트 

교정 
소스코드를 리팩토링 하거나 프로그램 동작과 무관한 소스코드 

교정이 발생하였을 때 

작성중 저장 소스코드를 작성중 백업 차원에서 저장한할 때의 이벤트 

빈파일생성 프로그램 시작 전에 빈 파일을 생성하였을 때의 이벤트 

참

조 

문법 검색 파이썬 문법에 대한 검색과 페이지뷰 

알고리즘 검색 비만 여부 계산 알고리즘에 대한 검색과 페이지뷰 

교재열람 교재 내용을 열람할 때의 이벤트 

강사에게질문 강사에게 질문을 하여 정보를 받았을 때의 이벤트 

에

러 

문법 에러 파이썬 문법이 잘못되어 발생한 에러를 보았을 때의 이벤트 

논리 에러 문법에 문제는 없으나 계산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의 이벤트 

[표 4] 분류표 

 

    숙련자와 비숙련자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코딩한 데이터를 우

선 피험자별로 그룹화하고, 피험자를 비숙련자와 숙련자로 나누어 T검

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비만 상태 출력 구현, 빈 파일 생성, 문법 

에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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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비숙련자 숙련자 

F T 차이 

합 평균 편차 합 평균 편차 

입력받기구현 23 3.29 2.06 15 2.14 1.46 0.43 0.25 

 
측정값계산구현 43 6.14 4.02 23 3.29 3.04 0.51 0.16 

 
비만상태출력구현 56 8.00 5.00 7 1.00 0.00   0.01 있음 

디버그 2 0.29 0.49 5 0.71 0.76 0.31 0.23 

 
되돌림 10 1.43 1.51 0 0.00 0.00 

   
교정 27 3.86 5.24 7 1.00 1.15 0.00 0.20 

 
작성중 저장 9 1.29 2.63 1 0.14 0.38 0.00 0.30 

 
빈파일생성 8 1.14 0.38 2 0.29 0.49 0.55 0.00 있음 

문법 검색 80 11.43 14.14 38 5.43 6.00 0.06 0.32 

 
알고리즘 검색 49 7.00 3.87 27 3.86 2.34 0.25 0.09 

 
교재열람 16 2.29 2.06 0 0.00 0.00 

   
강사에게질문 3 0.43 0.53 0 0.00 0.00 

   
문법 에러 58 8.29 6.34 3 0.43 0.53 0.00 0.02 있음 

논리 에러 22 3.14 1.95 19 2.71 1.80 0.85 0.68 

 [표 5] 집단별 이벤트 평균 및 비교표 

 

    비만 상태 출력 구현은 주로 if문을 이용해 측정값을 비교하고, 알

맞은 비만 상태를 출력하는 부분이다. 주로 if문과 그 뒤에 붙는 조건절

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다. 비숙련자는 여기서 

숙련자 그룹에 비해 약 8배정도 많은 시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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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에러는 비교적 자명한 결과이다. 숙련자 그룹에서 총 회 발견

되었던 문법 에러가 비숙련자 그룹에서는 58회 발생하였다. 이는 숙련

자 그룹일 수록 문법 사용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논리 에러는 집단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벤트 통계를 그룹화한 차트로 보면 이와 같은 차이를 더 직관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의 차트는 각 그룹당 발생한 이벤트

의 수를 그룹지어 스택형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차트를 통해 비숙련자 

집단이 숙련자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이벤트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실험 진행 결과, 프로그래머의 정보 행동 모델을 기준으로 Focus 

Formulation, Identify Source and Chain, 2 가지 영역에서 비숙련자가 

가지는 차이를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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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이벤트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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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 2 절 Focus Formulation 영역 

    본 데이터는 피험자의 프로그래밍 과정을 소스코드의 변경과 웹페

이지의 방문 이벤트를 시간 중심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이용해, 피험자

가 에러를 발견하였을 때의 다음 행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에러 이후의 대응 비교를 통해, 숙련자가 비숙련자에 비해 어떤 행동을 

더 많이 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그림은 에러가 발생한 바로 다음 이벤트를 모아 집단간의 비

교를 한 것이다. 여기서 “구현”은 입력받기 구현, 측정값 계산 구현, 비

만 상태 출력 구현 세가지를 묶어서 표현한 것이고, “검색”은 문법 검색, 

알고리즘 검색 두가지를 묶어서 표현한 것이다. 나머지 행동들은 기타

로 묶어 구현과 검색 비중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그림 11] 에러 발생 후 대응 이벤트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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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비숙련자 숙련자 

F검정 T검정 차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검색 비중 15% 18% 37% 39% 0.0878 0.2058 
 

구현 비중 66% 23% 38% 42% 0.1696 0.1482 
 

기타 19% 34% 25% 31% 0.8188 0.0429 있음 
[표 6] 에러 발생 후 대응 이벤트 비중 비교표 

 

    그림에 의하면 비숙련자의 구현 비중과 검색 비중은 각각 66%와 

15%로, 숙련자의 38%, 37%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숙련자는 

숙련자보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다른 정보를 참조하기보다 바로 코드

를 다시 고쳐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숙련자는 비숙련자

보다 검색 비중을 2배 이상 높게 두고 있었다. 하지만 두 집단의  T검

정 값은 0.148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이 차이가 유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에러 발견 이후의 행동을 보다 정성적으로 살펴보면 비숙련자는 

숙련자에 비해 문제의 방향과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경향이 자주 보였다. 예를 들어 아래 표는 

숙련자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의 타임라인이다. 

 

행동 내용 태그 시간 

버전 9  

모두 뚱뚱하게 나오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음 
문제 발견 9:38 

버전 10  
BMI 체크 기준을 넓게 변경 

 
9:41 

참조 22 
File:Body mass index chart.svg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9:41 

https://dl-web.dropbox.com/get/python_study/DAY2/Leooo/overweight.py?w=AAAbEhnx3Ol6QQmDXvHmQDZnTOrx_TJN2KGpfGZ6Ip9Jpg&sjid=636
https://dl-web.dropbox.com/get/python_study/DAY2/Leooo/overweight.py?w=AAAbEhnx3Ol6QQmDXvHmQDZnTOrx_TJN2KGpfGZ6Ip9Jpg&sjid=644
http://en.wikipedia.org/wiki/File:Body_mass_index_chart.svg
http://en.wikipedia.org/wiki/File:Body_mass_index_chart.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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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3 python float - Google Search  9:45 

버전 11  
디버그용 코드 추가  9:45 

참조 24 
python how to keep decimal after 

division - Google Search  
9:46 

참조 25 

14. Floating Point Arithmetic: Issues 

and Limitations — Python v2.7.6 

documentation 
 

9:46 

참조 26 

math - How do I get a decimal 

value when using the division 

operator in Python? - Stack 

Overflow 

 9:46 

버전 12  
100 -> 100.0 로 변경 문제 해결 9:47 

[표 7] 한 숙련자의 문제 해결 타임라인 

 

    해당 숙련자는 비만 여부 체크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도중 어떻게 

숫자를 넣든 “뚱뚱하다”라고 나오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그는 처음에 

BMI 체크 기준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보고 BMI 기준을 

위키피디아(http://wikipedia.org/)를 통해 참조, BMI 체크 기준을 

변경하였으나 역시 변화가 없었다.   

    그 이후 9:45분 경에 문제 원인을 체크 기준에서 계산 결과 

오류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고, BMI 계산 결과를 중간에 출력하는 

코드를 추가 (버전 11) 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실수 연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이후로 바로 구글 검색을 시작하였다. 

키워드는 python float으로 시작하여 키워드 정교화 과정을 거친 후, 

Stackoverflow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과 답변을 

https://www.google.com/search?q=python+float&oq=python+float&aqs=chrome..69i57j0l5.2367j0j7&sourceid=chrome&espv=210&es_sm=91&ie=UTF-8
https://dl-web.dropbox.com/get/python_study/DAY2/Leooo/overweight.py?w=AAAbEhnx3Ol6QQmDXvHmQDZnTOrx_TJN2KGpfGZ6Ip9Jpg&sjid=648
https://www.google.com/search?q=python+how+to+keep+decimal+after+division&oq=python+how+to+keep+decimal+after+division&aqs=chrome..69i57.8358j0j7&sourceid=chrome&espv=210&es_sm=91&ie=UTF-8
https://www.google.com/search?q=python+how+to+keep+decimal+after+division&oq=python+how+to+keep+decimal+after+division&aqs=chrome..69i57.8358j0j7&sourceid=chrome&espv=210&es_sm=91&ie=UTF-8
http://docs.python.org/2/tutorial/floatingpoint.html
http://docs.python.org/2/tutorial/floatingpoint.html
http://docs.python.org/2/tutorial/floatingpoint.html
http://stackoverflow.com/questions/117250/how-do-i-get-a-decimal-value-when-using-the-division-operator-in-python
http://stackoverflow.com/questions/117250/how-do-i-get-a-decimal-value-when-using-the-division-operator-in-python
http://stackoverflow.com/questions/117250/how-do-i-get-a-decimal-value-when-using-the-division-operator-in-python
http://stackoverflow.com/questions/117250/how-do-i-get-a-decimal-value-when-using-the-division-operator-in-python
https://dl-web.dropbox.com/get/python_study/DAY2/Leooo/overweight.py?w=AAAbEhnx3Ol6QQmDXvHmQDZnTOrx_TJN2KGpfGZ6Ip9Jpg&sjid=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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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낸다. 

    이와 같이 숙련자의 개발 과정을 보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를 중심에 두고 원인 진단을 수행해가며, 이 과정에서 디버그용 

코드 추가로 프로그램의 중간 계산 정보를 취득해가는 등 과정의 

순서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숙련자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다소 

무질서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 해결에 긴 시간을 쓰거나 해결에 

실패하여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향이 있었다. 아래는 한 비숙련자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의 타임라인이다. 

 

행동 내용 태그 시간 

버전 1 기본 로직까지 한방에 구현 (틀린 문법) 문제 발견 9:27 

버전 2  이하를 미만으로 고침 
 

9:27 

버전 3  과거 예제를 꺼내 붙여놓음 
 

9:28 

버전 4  비만 기준을 변수에 옮기고 비교 
 

9:29 

버전 5  예제 붙여놓은 것 삭제 
 

9:30 

버전 6  변수명을 a -> aaa, b->bbb 로 고침 
 

9:30 

버전 7  if 뒤에 : 붙임 문제 해결 9:31 

[표 8] 한 비숙련자의 문제 해결 타임라인 

 

    약 5분간의 디버깅 과정이었는데, 문제를 발견한 이후 문제 해결에 

다다르기 까지 총 6번의 수정이 있었다. 아래 버전 1의 코드의 일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버전 1 코드의 문제점은 if문의 문법을 잘못 사용한 

https://dl-web.dropbox.com/get/python_study/DAY2/Joseph/FatorNot.py?w=AAApXrdjF3cRJhuwe9Oj_Nob-NNZJs_JtTw-jD-ja9czEA&sjid=595
https://dl-web.dropbox.com/get/python_study/DAY2/Joseph/FatorNot.py?w=AAApXrdjF3cRJhuwe9Oj_Nob-NNZJs_JtTw-jD-ja9czEA&sjid=597
https://dl-web.dropbox.com/get/python_study/DAY2/Joseph/FatorNot.py?w=AAApXrdjF3cRJhuwe9Oj_Nob-NNZJs_JtTw-jD-ja9czEA&sjid=598
https://dl-web.dropbox.com/get/python_study/DAY2/Joseph/FatorNot.py?w=AAApXrdjF3cRJhuwe9Oj_Nob-NNZJs_JtTw-jD-ja9czEA&sjid=599
https://dl-web.dropbox.com/get/python_study/DAY2/Joseph/FatorNot.py?w=AAApXrdjF3cRJhuwe9Oj_Nob-NNZJs_JtTw-jD-ja9czEA&sjid=601
https://dl-web.dropbox.com/get/python_study/DAY2/Joseph/FatorNot.py?w=AAApXrdjF3cRJhuwe9Oj_Nob-NNZJs_JtTw-jD-ja9czEA&sjid=602


 
34 

것이었다.  

 
 
 
print "So, you're %r old, %r tall and %r heavy." %( 
  age, height, weight)  
 if weight > b   
  print "You are so Fat" 
elif weight = b  
 print "You are normal" 
else  
 print "You can wear skinny"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하였을 때 나오는 에러는 아래와 같다. 

 
   
File "test.py", line 13 
    if weight > b 
                                                                                
^ 
SyntaxError: invalid syntax 

 

    타임라인을 보면 유추할 수 있듯이, 이 비숙련자는 본 에러의 

내용과는 다소 무관한 변경을 여러회 시도한다. 처음에 변수 선언 

과정을 중심으로 문제의 원인을 지목한 듯 하나,  이에 관련된 몇 가지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해결에 다다르기 전까지 문제의 원인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는 이전 숙련자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 상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정보를 보철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처럼 비숙련자의 Focus Formulation 영역의 문제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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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문제 해결 과정의 문제도 있었지만,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인터프리터의 문제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아래는 해당 피험자의 

인터뷰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에러 내용을 읽어보긴 했었는데… 표시는 b 변수에 있었고… 메세지는 

그저 문법이 틀렸다고만 하니까요. 사실 그래서 변수에 관련된 

‘무언가’를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변수에 관련된 

코드를 이것 저것 바꿔보았었죠.” 

 

    피험자는 에러문구의 설명이 모호하여 초기에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지목하였고, 이 역시 디버깅을 혼란스럽게 하게 되는 상황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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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Identify Source and Chain 영역 

    비숙련자의 정보원 선택 과정을 알아 보기 위해 먼저 개인의 인지 

상태를 먼저 측정하도록 하였다. 비숙련자 10명을 대상으로, 

학습과정과 과제 수행 과정간의 정보원 선택 우선순위를 설문조사 

하였다. 선택지는 강의 교재, 개인 필기 노트, 지인, 웹이었으며, 항목별 

우선순위의 평균을 계산하니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학습 대 실전 강의교재 개인노트 지인 웹 

학습 평균 2.0000 2.2000 2.6000 3.2000 

실전 평균 2.0000 2.6000 2.6000 2.8000 

F 검정 0.4584 0.7379 1.0000 0.4343 

T 검정 0.8086 0.6005 0.5979 0.1152 

[표 9] 비숙련자의 상황별 정보원 선택 비교 

 

    현재 비숙련자 실험 그룹의 학습과정에서 웹은 우선순위가 제일 

낮았다. 과제 수행시에는 우선순위 선정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웹의 

우선순위가 다소 높아지고 개인 노트의 우선순위가 조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T 검정을 통해 본다면 이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진 않음을 알 수 있다.  

    비숙련자와 숙련자의 정보원 선택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주변 프로그래밍 숙련자를 대상으로 정보원 선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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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2명의 프로그래밍 숙련자가 

응답하였으며, 용어 정의대로 “학습 목적이 아닌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있다.”에 “예”라고 답변한 응답자의 결과만을 수집하였다. 

 

 

비숙련자 대 숙련자 강의교재 개인노트 지인 웹 

비숙련자 평균 2.0000 2.6000 2.6000 2.8000 

숙련자 평균 3.1739 3.0455 2.6522 1.1304 

F 검정 0.4845 0.2563 0.1653 0.0000 

T 검정 0.0024 0.2380 0.8924 0.0006 

[표 10] 비숙련자와 숙련자의 실전에서의 정보원 선택 비교 

 

    두 집단을 비교해보면, 숙련자 집단이 정보원으로서 웹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웹을 1순위로 

선택하였고, 이는 비숙련자 평균인 2.8위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숙련자의 웹 검색에 대한 선호도는 강의교재가 

비숙련자에 비해 더 낮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하였다. 

     정보원으로서의 웹은 이와 같이 인지 조사 뿐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래밍 과정에서도 그 사용량에 대한 효과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본 실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 탐색과 

과제 수행의 상관 관계를 보고자 한다. 

    다음 그림은 각 피험자의 전체 검색 중 첫 코드를 작성하기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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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량 비중을 비교한 차트이다. 여기서 빈 파일 생성은 첫 코드를 

작성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분류 
비숙련자 숙련자 

F검정 T검정 차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전검색 비중 0.315 0.341 71% 0.3095 0.8188 0.0429 있음 

[표 11] 전체 검색량중 사전 검색 비중 비교표 

 

 

[그림 12] 전체 검색량중 사전 검색 비중 

 

    숙련자의 사전 검색은 전체 검색의 71% 수준으로, 전체 검색 중 

코드 작성 이전의 설계 단계의 검색이 이후의 검색보다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숙련자의 사전 검색 비중과의 T검정 

결과가 0.043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페이지 방문 내역을 보면 이들이 단순히 웹 검색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한 숙련자의 사전 방문 페이지의 

제목 목록이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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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색 비중 

비숙련자 숙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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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nition of overweight - Google Search 

• CDC - Redirect - Obesity - Defining.html 

• Obesity and Overweight for Professionals: Adult: Defining - … 

• 비만도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 뱃살 빼는법 & 비만도계산기 하기 : 네이버 블로그 

• 비만도 계산하기 쉽고 간편하게 

• if statement - python Square number - Stack Overflow 

• python square function - Google Search 

• 2. Built-in Functions — Python v2.7.6 documentation 

• python square number - Google Search 

• 9.2. math — Mathematical functions — Python v2.7.6 doc… 

• python exponent operator - Google Search 

• Python Basic Operators 

     해당 웹페이지를 키워드 뭉치기 과정을 통해 해당 피험자는 1. 

비만도 계산 알고리즘과 2. 파이썬 제곱 함수를 알기 위한 질의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숙련자가 비숙련자에 비해 웹을 보다 주요한  

정보원으로 삼으며 정보를 조합하는 과정을 사전에 거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https://www.google.com/search?q=definition+of+overweight&oq=definition+of+overweight&aqs=chrome..69i57j0l5.4269j0j7&sourceid=chrome&espv=210&es_sm=91&ie=UTF-8
http://www.cdc.gov/obesity/defining.html
http://www.cdc.gov/obesity/adult/defining.html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B%B9%84%EB%A7%8C%EB%8F%84%EA%B3%84%EC%82%B0%EA%B8%B0&sm=top_hty&fbm=0&ie=utf8
http://blog.naver.com/rnmilse?Redirect=Log&logNo=130178386754
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3&c1=03&c2=03&c3=00&nkey=201312051120493&mode=sub_view
http://stackoverflow.com/questions/20154420/python-square-number
https://www.google.com/search?q=python+square+number&oq=python+square+number&aqs=chrome..69i57j0l5.8334j0j7&sourceid=chrome&espv=210&es_sm=91&ie=UTF-8#es_sm=91&espv=210&newwindow=1&q=python+power+function
http://docs.python.org/2/library/functions.html
https://www.google.com/search?q=python+square+number&oq=python+square+number&aqs=chrome..69i57j0l5.8334j0j7&sourceid=chrome&espv=210&es_sm=91&ie=UTF-8
http://docs.python.org/2/library/math.html#power-and-logarithmic-functions
https://www.google.com/search?q=python+exponent+operator&oq=python+expon&aqs=chrome.3.69i57j0l5.3774j0j4&sourceid=chrome&espv=210&es_sm=91&ie=UTF-8
http://www.tutorialspoint.com/python/python_basic_operator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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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정보 행동 개선을 위한 디자인 

    앞 장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비숙련자의 정보 행동

에 대해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장벽 실험의 결과를 토대

로, 비숙련자의 정보행동을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은 도구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1. 정보 행동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공한다.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프로그래밍 비숙련자들은 Focus Fomulation, 

Identify Source and Chain에서의 준비가 미흡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

들은 대체로 주변의 전문가가 없을 때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보다 현

재 공부한 노트, 교재와 이전 학습과정의 노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

다. 다음은 심층 인터뷰에서 발췌한 내용의 일부이다. 

 

“현재 배운 것들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 네이버에 검색을 한다고 쳐도 어떻게 키워드를 쳐야 하지? 거기서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저는 검색을 하진 않았어요.” 

 

    비숙련자들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필요한 과제를 보다 빠르게 수행

하기 위한 정보 행동 지침을 가이드로 제작하기로 하였다. 행동 지침은 

크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다. 

(1) 사전에 만들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구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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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 검색을 1순위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에러 내역을 충실히 읽고 연관된 가설 하에 디버깅을 권장한다. 

 

2. 에러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보철 도구를 제작한다. 

    제 1 절에서 지적한대로, 에러문구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는 많은 비숙련자들이 겪는 문제였다. 이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해당 

문제의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심층 인터뷰에서 

발췌한 내용의 일부이다. 

 

“일단 처음이니까…음… 사실 그냥 제가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만 많이 

들죠. 그래서 불안했다고 생각하는 코드들을 먼저 찔러봐요. 에러문구가 

구체적인 원인을 지목하는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사실 지적받기 

전에는 신경 써서 읽지 않았었어요” 

 

“사실 에러를 읽어보긴 하는데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나중에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나서 읽어보면 아하..그래서 이렇게 

말한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파이썬이 자기 중심적인 것 같

아요.” 

 

    해당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숙련자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주 

취하는 행동을 자동화하는 스크립트를 제작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 숙

련자의 기록을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에러 문구를 구글에 검색하여 

스택오버플로우(http://stackoverflow.com/)의 답변을 참고하는 경향이 

자주 보였기 때문에, 새로 개발하는 보철 도구는 아래와 같은 일을 자

http://stackoverfl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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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처리해주도록 하였다. 

 

1. 에러가 발생하면 해당 에러 내용을 키워드로 하여 구글

(http://google.com/) 에 검색한다. 

2. 구글 검색 결과 중 스택오버플로우(http://stackoverflow.com/) 

의 최상위 결과 페이지의 내용을 수집한다. 

3. 수집한 페이지에서 최상위 답변 내용을 추출하여, Plain Text 형

태로 변환한다. 

4. 답변 내용을 Terminal 혹은 Powershell에 바로 출력한다. 

 

    해당 보철 도구는 아래와 같은 사양으로 제작하였다. 

 

-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 

- 기반 라이브러리: 

o BeautifulSoup: HTML 컨텐츠 파싱 

o Requests: HTTP 통신 및 데이터 크롤링 

o Markdown: HTML을 Plain Text 형태로 변환 

 

    프로그램의 의사코드는 아래와 같다. 동작의 큰 그림의 이해를 돕

기 위한 Proof of Concept이므로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는 되어있지 않

지만 실제 동작하는 코드이다. 

 

 
import sys, traceback 
def hook(type, value, tb): 

http://google.com/
http://stackoverfl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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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eback.print_exception(type, value, tb) 
    import requests, BeautifulSoup, html2text 
    r=requests.get( 
        
'http://ajax.googleapis.com/ajax/services/search/web', 
        params={ 
            'v':1.0, 
            'q':'{0} python site:stackoverflow.com' \ 
                 .format(value) 
        } 
    ) 
    r2=requests.get( 
        r.json()['responseData']['results'][0]['url']) 
    soup = BeautifulSoup.BeautifulSoup(r2.text) 
    text = soup.find('div',  
        {'id':'question-header'}).find('h1').prettify() 
    print html2text.html2text(text) 
    text = soup.find('td', {'class':'postcell'}) \ 
               .find('div', {'class':'post-
text'}).prettify() 
    print html2text.html2text(text) 
    print "# Answer" 
    text = soup.find('td', {'class':'answercell'}) \ 
               .find('div', {'class':'post-
text'}).prettify() 
    print html2text.html2text(text) 
 
sys.excepthook = hook 

 

 

 

위 코드를 통해 확장된 Python 인터프리터는 개발 도중 예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동작한다. 

 

 
>>> 1/0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stdin>", line 1, in <module> 
ZeroDivisionError: integer division or modulo by zero 
#  [ python integer division error - modulo by zero - BUT divisor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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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14578790/python-integer-division-error-modulo-by-zero-but- 
divisor-0) 
 
 
I am new to doing simple math using python, so sorry if this is a silly 
question.(…) When I run this code, I get the error, ZeroDivisionError: integer 
division or 
modulo by zero. 
 
I have read about this error and all documentation points towards my divisor 
being zero, but if I print this with the numbers as strings in place of the 
variables, I get: 
 
     
      ( ( ( 0 / 19 ) + 17 + 152 ) - ( 20 + ( 0 / 19 ) ) ) / ( 1 / 19 ) 
 
Nowhere in this statement is the divisor zero. 
 
Please let me know how I need to change my expression in order to get the 
answer 2831. Note that I can change the type of the variables to a float or 
other. Thank you for your help! 
 
 
# Answer 
Probably you are using ` Python 2.x ` , where ` x / y ` is an ` integer 
division ` . 
 
So, in the below code: - 
 
     
      ( 20 + ( 0 / 19 ) ) ) / ( 1 / 19 ) 
 
` 1 / 19 ` is an ` integer division ` , which results in ` 0 ` . So the 
expression is essentially same as: - 
 
     
      ( 20 + ( 0 / 19 ) ) ) / 0 
 
Now you see where the error comes from. 
 
* * * 
 
You can add following import in you ` python ` code, to enforce floating-point 
div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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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__future__ import division 
 
 
>>>  
 
 

    본 예제에서는 해당 확장의 효용성을 예시로 들기 위해 1/0을 수

행하여 고의로 에러를 발생시켜본 결과이다. 본래 기본 인터프리터는 

`ZeroDivisionError: integer division or modulo by zero` 까지만 출력하

고 에러 출력을 종료하지만, 본 확장 프로그램은 해당 에러 메세지를 

구글에 힌팅 키워드를 더해 검색하는 처리가 추가되어 위와 같이 보다 

친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제 2 절 보철 도구의 평가 

   
   본 장벽 실험을 통해 제 1절에서 개발한 확장 도구와 가이드라인

을 이후의 수업에서 적용하였다. 보철 도구와 함께 수업에 참여한 피험

자 집단에게 개방형 질문으로 평가를 수집하였으며,  긍정적인 평가는 

아래와 같았다. 

 

“이전까지는 웹 검색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지

인을 통하거나, 교재를 잘 찾는 것이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의도적으로 검색을 많이 활용해보

도록 할게요.” 

 

“에러를 기반으로 다시 검색을 해주는 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

아요. 사실 매번 에러를 보고, 원인을 찾는 부분이 꽤 어렵고 시간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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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일인데 이런 부분을 도와주니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각 도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받았으며, 이는 아래와 같았다.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느냐를 잘 몰라서 검색을 못했던 것도 있거든

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 안의 내용은 잘 알겠는데… 사실 가이드라인이 

좀 더 다양한 상황의 검색 상황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주었으면 좋겠

어요.” 

 

“이 확장을 깔고나서 다른 점보다 에러가 늦게 뜨는 건 꽤 스트레스네

요. 에러 중에서는 검색이 필요치 않은 일도 있는데 매번 검색을 하는 

것은 오히려 프로그래밍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보철 도구와 가이드라인은 비숙련자에게로부터 상기 언

급된 정보원 선택 문제와 문제 기획적인 면의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주

지만, 보다 구체적인 제시가 미흡하고 보철 도구의 성능적 측면에서 아

쉬웠다고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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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비숙련자와 숙련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정보 행동 관찰을 통해 비숙련자도 쉽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돕는 

보철 도구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10명의 비숙련자를 대상으

로 python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한 후, 드롭박스와 구글 크롬을 이용

해 이들의 정보행동과 프로그래밍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정

보 행동 가이드라인에 필요한 내용과 예외 상황에서 정보를 보철해줄 

보철 도구에 대한 기초 디자인을 도출하여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음은 연구 문제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이

다. 

 

RQ1. 프로그래밍 비숙련자는 프로그래머의 정보 행동 모델중 실제로 

어디서 어려움을 겪는가? 프로그래밍 숙련자는 어떻게 그 장벽을 

넘어서는가? 

    본 실험의 프로그래밍 비숙련자는 문제의 본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Focus Formulation 단계와 정보원을 선정하는 Identify Source and 

Chain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음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래밍 숙련자는 

Focus Formulation에서 에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체계적인 

가설 설계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Identify Source and Chain에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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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 검색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프로그램 설계를 사전에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RQ2. 프로그래밍 비숙련자와 프로그래밍 숙련자는 프로그래밍 정보 

저장/인출 전략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비숙련자 집단은 학습 목적이 아닌 실전에서 웹 검색을 통한 정보 

탐색이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 필기 노트, 지인, 웹 검색 중 웹 검색은 정보원 선택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낮았다. 반면 숙련자 집단은 웹 검색을 정보 탐색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취급하였다. 이는 특히 프로그램을 처음 설계할 

때와  프로그램의 에러를 발견 후의 정보행동에서 비숙련자 대비 더 

많은 양의 웹 페이지 참조를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기존의 연구가 보철 기억장치의 유용성과 “더 잘 기억하느냐?” 와 

같은 단순한 수준만을 밝혔다면, 본 연구는 정보의 유형을 중개념화하

고, 정보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전체 과정을 관찰하여 컴퓨터 프로그래

머가 어떤 정보를 두뇌에 저장하는지, 어떤 정보를 보철 장치에 의존하

는지를 밝히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숙련된 프로그래머가 두뇌 속에 저장하는 주요 정보의 속성들과 

보철 장치에 의존하는 주요 정보의 속성들을 밝히면 현대의 프로그래밍 

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개발 툴이 어떤 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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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주면 어떤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철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는지에 대한 산업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중심으로 보철 지식의 활용 과정

을 분석하지만, 차기 연구에서 다른 직종이나 더 일반화된 보철 지식 

연구로 이 연구를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비숙련자 10명, 숙련자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표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정성적인 심층 인터뷰가 용이했지

만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기에는 충분한 통계적 유의성을 갖추지 못하였

다. 이는 현재 선택한 연구 방법론이 많은 비용이 드는 구조였기 때문

이다. 

    본 연구는 비숙련자를 대상으로 사전 프로그래밍 수업이 병행되기 

때문에 실험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 교육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

하고, 실험 참여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같은 수업을 2

번 진행함으로써 실험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보다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피험자 집

단을 선정하고, 최대한 1회 수업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방법은 드롭박스의 버전별 차이와 인터넷 방문 기록을 조

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비숙련자의 구체적인 코딩 과정을 인터넷 

검색과 함께 살펴볼 수 있었고, 현재 존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조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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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별도의 프로그래밍 없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코딩 및 분석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연구

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진행시 수정 내역을 사

용자에게 요약하게 하는 리뷰 프로그램 제작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코딩 

과정을 분산 처리하고, 여러 소스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 취합을 자동화

하는 방향으로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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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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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 of Programming is a type of prosthetic knowledge such as 

navigation to driving a vehicle, which helps the user process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by offering knowledge from outside venu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formation behavior, which 

has been altered through the use of prosthetic knowledge, with focus on 

information behavior of computer programmers. Through past studies, 

it is apparent that novice programmers hav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problems and utilizing programming functions. Through conduction of 

experiments with novice and expert programmers,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information behavior was mad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upplementary tool that enables 

anyone to easily program through observation of a novice progr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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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a program. In order to do this 10 novice programmers 

underwent a Python programming lecture, and their information 

behavior as well as the process of them programming were observed 

using Dropbox and Google Chrome. By utilizing the ability of Dropbox 

to save all changes to a file, it was possible to collect information on the 

changes made by the subjects in a natural developing environment. 

    The results showed that novice programmers had difficulty in the 

focus formulation phase as well as the identify source and chain phase 

where the source is selected. Novice programmers were also less prone 

to utilize web searches than experts, and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subjects that collected data related to development of the program 

finished the project faster than those that had no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information behavior, an 

information behavior guideline as well as a supplementary tool that 

helps with debugging was created in this study. Opinions on the 

guideline and tool were received from students that were offered to test 

them. 

Keywords: Prosthetic Memory, Metamemory, Computer Programming, 

Information Behavior, Novice Programmer, Human Computer 

Interaction,  

Student Number: 2011-2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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