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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과학 재교육원 등심화 수학·정보 과정의 30명을 상으로 로그래  학습을 

수행한 후 사회성의 변화를 분석하 다. 수업에서는 교육용 로그래  언어인 스크래치의 리믹스 

기능을 활용하 으며, 동학습이 가능하도록 동료 학습자의 로젝트를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최종

으로  단 의 결과물을 도출하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크래치의 리믹스 기능을 활용한 로

그래  학습이 사회성 향상에 통계 으로 유의미하며, 사회성 구성 요소인 사교성, 자주성, 동심

에서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서 론

사회성은 청소년기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

라 크게 변화되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도덕

 행 의 질  수 도 이에 따라 결정된다. 그

러므로 보다 바람직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사회성 

실천 주의 교육은 청소년기에 요한 과제가 된

다[1]. 사회성이란 사회활동, 집단활동을 즐기며 

동무가 많고 동 이며 인정이 많고 남과 의견

이 잘 맞아 충돌이 은 특성으로서 어린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시킬 때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 수 있다[2]. 

동학습은 학습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

기 한 과정을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동하는 가운데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자들에

게도 유익한 결과를  수 있으며, 개인이 하는 

학습보다 다른 학습자와 의견을 공유하며 학습의 

결과물을 보다 좋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수‧학

습 방법이다. 동학습은 통 인 교실에서의 

경쟁 이거나 개인 인 수업환경에서 탈피하여 

학습자들의 보다 능동 이고 극 인 참여를 유

도하고 그 속에서 교수‧학습이 개될 수 있는 

새로운 수업환경을 제시한다[3].

스크래치는 MIT에서 개발된 교육용 로그래

 언어로 로그램 작성에 필요한 구문을 블록

으로 제공하여 블록을 쌓아 로그램을 제작한

다. 각 블록에는 반복문, 조건문, 조건검사, 변수

와 같은 로그래 과 련한 기본 개념을 포함

하고 있어 로그램의 기 를 익히기에 합하

며, 로그램을 처음 하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스크래치 2.0은 

로젝트 제작이 웹에서 이루어진다. 장된 

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공유한 

로젝트는 리믹스(Remix) 기능으로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리믹스 기능을 활용

하여 서로의 로젝트를 수정하고 보완하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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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하여 노력하면서 학습자

간 동학습이 가능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 재교육원의 등심화 수

학·정보 과정 학생 30명을 상으로 로그래  

학습에 따른 사회성의 변화를 조사하 다. 스크

래치의 리믹스 기능을 활용한 로젝트 제작 과

정에서 동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 다.

2. 련 연구

사회성은 개인으로 하여  그 사회에서 공인되

고 요구되는 언어, 사고, 감정, 행동을 습득하게 

하여 건 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의 

과정이다. 재까지 발표된 동학습 모형의 공

통 인 특징은 소집단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

하여 구성원이 공동의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해 

함께 노력하여 학습자 체에게 유익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김민서[1]는 학생의 스포츠클럽 참여가 사회

성의 4가지 요인인 사교성, 자주성, 법성, 동

심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연구에서는 스

포츠클럽에 참여한 학생이 그 지 않은 학생들보

다 사회성 신장에 정 인 향을  것으로 확

인하 다.

신희정[2]는 사회성 발달 로그램이 등학교 

학생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 다. 연

구에서는 사회성 발달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

한 후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사회성 발달 로그램을 용한 집단이 그 지 

않는 집단에 비해 사회성 발달에서 유의미한 차

이는 없었으나, 하 역인 동성 역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유호정[3]은 웹을 활용한 동학습을 제안하

다. 연구에서는 동학습에서 교수자의 집단 구

성 방법 향상을 한 시뮬 이션의 구성요소와 

차를 개발하 다.

스크래치는 교육용 로그래  언어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통해 애니메이션, 게임 등 학

습 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 스크래치 2.0에서

는 웹 라우 에서 로그램을 만들고, 편집하

여 바로 시연할 수 있다. 스크래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면 작업할 때 로젝트가 자동 장되

며, 만든 로젝트를 스크래치 사이트에 공유하

면 공유된 로그램을 구나 리믹스 기능을 활

용하여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다. 

박정미[4]는 스크래치를 활용한 STEAM교육이 

등 정보 재의 논리  사고력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다. 김수환[5]은 SW 교육에서 컴퓨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평가를 지원

하고 디버깅 과정을 진할 수 있는 스크래치 코

드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 다. 강오한[6]은 등

생을 상으로 스크래치 리믹스 기능을 사용하여 

학습을 수행한 후 민주시민성의 변화를 분석하

다. 수업에서는 스크래치의 리믹스 기능을 활용

한 동학습을 수행하 으며, 그에 따라 학습자

들의 민주시민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오한[7]은 등생을 상으로 LT 모형의 

동학습을 수행한 후 민주시민성의 변화를 분석하

다. 수업 후의 설문에 한 t 검증 결과에 따

르면, 학습 후 학생들의 민주시민성이 향상되었

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 내용

3.1 연구 상  학습설계

본 연구의 실험 상은 OO 학교 과학 재교

육원의 등심화 수학·정보의 30명이며, 3개 학기 

동안 3개 그룹이 참여하 다. 수업은 학기당 1차

시 3시간으로 총 12차시 36시수를 실시하 다. 

수업에서 로젝트 제작 시에 리믹스 기능을 활

용하여 로젝트를 공유한 상태에서 동학습을 

수행하도록 지도하 다.

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학습방법은 학습 결

과에 해 개인이나 으로 경쟁이 있는 경쟁학

습, 경쟁이 없는 개별학습, 집단  보상과 상호 

동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동학습으로 나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업목표, 가치  형성 

등에서 모두 동학습 모형이 경쟁학습이나 개별

학습보다 더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과학의 기 인 컴퓨터 

로그래  학습을 스크래치 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성하 다. 스크래치 2.0의 기능에는 공유된 

로젝트를 구나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는 리믹

스 기능이 제공된다. 개별 으로 제작한 로젝

트를 스크래치 사이트에서 공유하도록 설정하면 

구나 수정된 로젝트를 제작하여 새로운 버

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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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기의 학습 주제는 <표 1>과 같으며, 각 

주제별로 3시수로 총 36시수의 학습을 수행하

다. 학습에서는 개별 로젝트를 제작한 후 동료 

학습자가 로젝트를 수정함으로써 동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이와 같이 로젝트를 수

정 보완하는 가운데 학습자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공동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

회성이 향상될 수 있다.

 

학습 주제( 로그램 이름)

스크래치로 구 하는 애니메이션

스크래치로 구 하는 멀티미디어

수학과 컴퓨터의 만남1

수학과 컴퓨터의 만남2

스크래치로 구 하는 정렬 알고리즘

스크래치로 구 하는 탐색 알고리즘

피코보드로 다양한 센서 기능 사용하기

피코보드를 사용한 게임 로그램 만들기

수학 알고리즘을 용한 게임 로그램 제작

정보과학 알고리즘을 용한 게임 로그램 제작

논리  사고에 바탕을 둔 문제 해결

창의  사고에 바탕을 둔 문제 해결 

<표 1> 등심화 수학·정보 교육과정

3.2 조사도구

사회성이란 집단 활동을 할 때 동 이며 남

과 의견이 잘 맞아 충돌이 은 특성으로 동학

습은 사회성을 증가시키는데 효과 이고 한 

학습구조이다.

김민서[1]는 생활지도원리에서 사회성의 변인

으로 채택한 사교성, 자주성, 법성, 동심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1]에서 검증된 설문

지를 토 로 스크래치의 리믹스 기능에 맞추어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하 다. 설문 문항은 각 

역별로 7문항씩 28문항으로 구성하 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기를 시작하기 에 사회성 

검사를 수행하 으며, 학기 에 리믹스를 활용

하여 동학습으로 수업을 진행한 후 학기 종료 

시 에 사후검사를 수행하 다. 사회성은 사교성, 

자주성, 법성, 동심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

기 해 설문지를 활용하 으며, 사 검사와 사

후검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지는 Likert식 5  

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정 인 측면에는 높은 

수를 부여하고, 부정 인 측면에는 낮은 수를 

부여하여 합산한 수로 결과를 분석하 다.

설문지는 4개 변인인 사교성, 자주성, 법성, 

동심에서 각각 7문항씩 총 28문항이며, 한 문

항에 1 부터 5 까지 수를 합산하여 비교하

다. 각 변인별 만 은 35 으로 30명을 합하면 

1050 이다.

<그림 1>은 사회성 구성 요소별로 사 검사와 

사후검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스크래치를 활

용한 동학습을 수행한 후 사회성의 4가지 요인

인 사교성, 자주성, 법성, 동심이 모두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결과 향상된 수는 사

교성이 105 , 자주성이 68 , 법성이 35 , 

동심이 117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에서 가

장 많이 향상된 사회성 구성 요소는 동심이고, 

법성은 변화가 가장 었다. 

<그림 1> 사회성 구성 요소별 변화

의 설문 결과를 SPSS 23 로그램을 활용하

여 분석하 다. 교육 실시 과 후의 사회성에 

한 변화를 악하기 하여 변인에 해 응

표본 t 검증을 실시하 다.

총 28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성 검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는 <표 2>와 같이 양호하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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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내용
사교성 자주성 법성 동심

신뢰도 계수 .801 .853 .758 .837

<표 2> 사회성 검사의 역별 신뢰도 계수

이러한 4개 측정요인의 평균표 수를 바탕으

로 SPSS를 사용하여 유의수  p=.05와 p=.01로 

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 다. 사회성 검사에서 

사 ‧사후 검사 결과 스크래치 리믹스 기능을 활

용한 로그래  학습을 수행한 후 사회성 체

와 사회성의 역 변화를 분석하 다. <표 3>은 

사회성 사 ‧사후 검사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구분

 역

실험

처치
N 평균 SD t p

사교성
사 30 3.67 .57

-3.984 .000
**

사후 30 4.17 .43

자주성
사 30 3.83 .54

-2.267 .031
*

사후 30 4.16 .53

법성
사 30 3.96 .50

-1.258 .218
사후 30 4.12 .51

동심
사 30 3.73 .48

-5.214 .000
**

사후 30 4.29 .42

체
사 30 3.80 .36

-4.243 .000
**

사후 30 4.19 .38

*: p<.05  **: p<.01

<표 3> 사회성의 검사 결과

 결과를 보면 사회성 검사에서 사 검사 결

과 총  평균 3.80 에서 사후검사 총  평균 

4.19 으로 평균 0.39  증가하 으며, 통계 으

로 유의확률 p=.000(p<.05)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사회성의 사교성, 자주성, 동성 역에서 사

‧사후 검사 결과 각각 0.5 , 0.33 , 0.56  증

가하 다. 사교성, 자주성, 동심에서 각각 

p=.000, p=.031, p=.000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법성에서 사 검사 결과 평균 

3.96 에서 사후검사 결과 평균 4.12 으로 0.16

 증가하 다. 그러나 유의확률 p=.218(p>.05)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 다.

5. 결 론

동학습은 학습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이루는 목표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

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사회성을 함양하는데 효

과 인 학습구조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등심화 수학·정보 과정 재

로 선발된 30명을 상으로 컴퓨터 로그래  

수업을 진행하고 사회성의 변화를 조사하 다. 

학습에서는 스크래치의 리믹스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로젝트를 공유하여 제작할 수 있도

록 하 다.

스크래치 리믹스 기능으로 동학습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동학습을 수행한 학생들의 사

회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 검사결

과를 통계 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스크래치

의 리믹스 기능을 활용한 로그래  학습이 통

계 으로 유의미하며, 실험집단의 사교성, 자주

성, 동심에서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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