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학교는학생들이 하루 가장 많은 시간을보내고 생

활하는 공간이다. 한, 같은 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우 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나가 공동체 구성원으

로서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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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동학습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 가장 요한 요소는 학습자의 여러 특성을 고려한 모둠 구성에 있다. 모둠

구성이란 원활하게 동학습을 진행하기 해 학습자들을 다양한 특성에 근거하여 모둠을 구성하는 것이다. 잘못된 도구의

선정으로 인해 모둠의 구성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불만이 수업으로 이어져 학습의 효과로까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효과 향상 불링 경향성 진단을 함께 고려한 모둠 구성 도구를 구 하 다.

소시오메트리 설문을 통한 학생들 간의 학 선호도와 학생의 성 을 입력받아 교사의 주 에 맞게 모둠을 구성함으로써

학습 효과도 고려할 수 있고 더불어 불링 경향성도 진단할 수 있는 모둠 구성 도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습 효과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수업 진행이 가능한 동학습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우 계를 미리 악해 학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링에 미리 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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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collaborative learning to be effective is the selection of tools that constitute 

groups. Grouping is to facilitate collaborative learning, learners form groups based on various characteristics. If a 

group of students fails to form properly due to the selection of the wrong tools, problems can arise where complaints 

from students can lead to lectures and the effects of learning. In this paper, we have implemented a group of 

configuration tools that considered improving learning effects and diagnosing bulling tendency. We have proposed 

a group composition tool that can take into consideration the learning effect and also diagnose the tendency of the 

bullring by constructing the group according to the teacher's preference by inputting the class preference and the 

student's grade through the sociometry survey. We expect  that the teacher will be able to grasp the students' 

friendship in advance and cope with the bulling that can happen in the class, as well as the cooperative learning 

that can lead the class to improve the learn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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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 이러한 교육의 장에서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 하나는 사회 으로 심각하게

제기 되고 있는 불링(bulling)이다[1]. 지속 으로 학교폭

력에 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으며 학교

폭력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학교 내에서는

기본 으로 학생들이 안 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을 보장받아야 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그 지 못

하는 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학교 내외에서 많은 심을 가지고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문제를 어

떻게 처리하고 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가해 학생과 피

해 학생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야 하는지, 한 근본 으

로 어떻게 진단해야 하는지에 한 안 마련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1].

교사의 요한 역할 하나는 학 을 잘 리하고 운

하는 것이라고할 수 있다. 그러나 직 교사들은 자신

의 학 안에서 은 하게 이루어지는 불링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인지, 최소한의 교우 계도 악하기가 쉽

지 않다[2].

재까지 학 리를 한 여러 지원도구와 련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웹 기반 학 리

로그램에 해 학생, 교사, 상담자들은 시간 , 공간

벽을 넘어 웹을 통한 화와 상담 등이 가능하므로 호의

인반응이었다[3,4]. 선행 연구에서는 교사의 업무가

무 포 이고 내용이 무 방 하여학 리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한, 학 홈페이지에서는 사활동, 상담

활동에 을 두고 구 을하 다[5,6]. 부분 학 리

로그램은 학습지도, 교재연구 학습자료 비, 학습

과정안 작성, 과제처리, 평가, 성 처리와 같은 학습 지도

에 을 둔 학 리이다. ‘Classting(클래스 )’, ‘클래

스 알리미’ 두 애 리 이션에서는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기능만 담겨있고 학생들에 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효과 인 동학습을 해 학업

성취도 불링 경향성 진단에 기반한 모둠 구성도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때 소시오메트리 설문조사를 통한

학생들 간의 학 선호도와 학생의 성 을입력받아 교사

의 주 에 맞게 모둠을 구성함으로써 학습 효과 향상과

학 내 교우 계를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연

구가 학 의 불링 경향성을 악하고 동학습을 효과

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둠 구성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2. 론적 배경

2.1 시 트리

소시오메트리란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선호, 배척을

포 해서 나타내는 방법으로, 집단 내에서의 개인의 선

택, 의사소통 상호작용 형태에 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7]. 즉, 집단 내 구성원들로 하여

함께 특정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과 그 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집단 내 인간 계를 밝히는

도구가 되어 왔다. 소시오메트리는 한 집단 내의 인간

계를 진단하기 해 인간의 심리 상호작용이나 집단구

조를 분석하고 측정하는 하나의 이론이며 방법이다. 이

방법은 모호한 인간 계의 본질을 밝 주고, 인간행동을

고찰하는 새로운 을 제공함으로써 인 계 이론 발

에 지 한 공헌을 해왔다. 그리고 집단 내에서 이루어

지는 소시오메트리의 실제는 집단의 무의식 인 역동을

의식화하도록 설계된다. 이 설문에는 특정한 답변과

계가 있는 특정한 질문이 필요하다. 소시오메트리에서

인간 계는 몇 가지의 형태가 제시[8]되는데 본 논문에

서는 다음과 같이 인기형, 간형, 외톨이형, 까칠형 네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인기형(Star)은 정의 선택을 상당히많이 받은

사람을 뜻한다.

둘째, 간형(Mid)은 설문조사에서 어느 정도 간층

부분의 사람을 뜻한다.

셋째, 외톨이형(Out)은 질문 체에서 상 으로 선

택을 받지 못한 사람을 뜻한다.

넷째, 까칠형(Bad)은 설문조사에서 부정 선택을

주로 받은 사람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소시오메트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설문조사를 학 에 실시하여 학 안에서의 교우

계를 악하고 더불어 모둠 구성에 있어 요한 요인으

로 사용하 다.

2.2  

모둠 구성학습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갖추고 있는 두명

이상의 학습자가 모둠을 조직하여 공동의 학습 목표를

이루는 학습이다. 모둠 구성에 기반한 동학습을 통해

학습 효과 향상을 기 할 수 있다[9]. 모둠 구성이란 학

습을 원활하게 하기 해 학습자들을 다양한 특성에 근

거하여 모둠을 구성하는 것이다. 다양한 특성에는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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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질에 따른 모둠 구성과 동성 간의 모둠 구성, 학생

간 희망하는 모둠 구성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성취도

이질에 따른 모둠구성을 하고자 한다. 성취도 이질에 따

른 모둠 구성은 차시가 진행될수록 자신감을 가지고 되

고 상 권 학생에게 지도하는 상황 때문에 학습 능력 면

에서 뛰어난 차이를 보 다[10].

모둠을 이질 으로 구성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둠 구성 시 학생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학

업 성 못지않게 과제수행에 향을 미치는 모둠원의

특성은 과제를 지속해서 수행하려는 인내와열정이다[7].

둘째, 모둠 구성 시 학업 성 을 고려한다. 부분의

모둠 활동은 학업 성 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을 가르

쳐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업 성 은 모둠을

구성할 때 가장 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이다. 목표어

습득에 도움이 되는 짝 구성은 반 으로 학습자 간의

수 차이가나는 짝구성이목표어를 습득하는 데더 도

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11].

이러한 이질 인 측면을 통한 모둠 구성으로 학습 효

과 향상이라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교 학 당 학생수는 평균 34명으로 조사되었다. 본 논

문에서의 실험 상은 학교 한 학 30명을 상으로

한다. 한, 모둠 구성을 할 때 교사가 원하는 성 과 소

시오메트리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학 선호도에 한

비율을 가지고 모둠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

구에서는 모둠 구성을 통한 학습 효과 향상과 불링 경향

성 진단을 통해 불링 문제에 한 방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 한다.

3.   도  계 및 현

3.1 시 트리 질문

학생들에게 소시오메트리를 이용해 질문할 유형들은

Table 1과 같다. 질문마다 성격을 다르게 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경향을 악할 수 있다.

Propensity Questions

Cohesiveness
Write up to three people you want to join
when you are trying to work out a group.

Reliability
When you are having a hard time, write
down at least three people in your class
who would like to discuss your concerns.

Intimacy
Please write down a maximum of 3 friends
in your class that you think are important.

exclusion
When choosing your mate, write down three
people you don't want to sit next to.

Non-
Cohesiveness

Write down three people you think are
breaking friendships in your class.

Table 1. Sociometry Questions

3.2   도

구 하고자 하는 모둠 구성도구는 Fig. 1과 같은 흐름

을 가진다. 교사는 Student DB에 학생 정보를 입력한다.

이때 입력하는 값으로는 학생이름(sname), 학생번호

(snumber), 성 (grade)이다. 성 은 교사가 입력하고자

하는 성 의 종류를 선택할수 있다. 교사가 성 입력을

완료한 후에는 학생이 소시오메트리 설문을 진행하게 된

다. 학생이 소시오메트리 질문을 5가지받고 답변을 하면

Student DB에 장된다. 이 입력 값과 교사가 입력한 학

생들의성 정보를 통해 모둠구성 비율에 맞는 모둠구

성을 할 수 있다.

Fig. 1. Grouping Tool

모둠 구성 도구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Fig. 2와 같

다. 데이터베이스는 학생 정보와 결과값들이 입력되는

Student DB, 설문의 결과값이 입력되는 Survey DB가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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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ouping Tool DB

Survey의 like 1∼like 9는 정 인 질문 3개에 해당

하는 학생 3명씩 총 9명의 값이 들어가고 dislike 1∼

dislike 6에 해당하는 값은 부정 인 질문에 한 학생 3

명씩 6명의 값이 들어간다. 구 된학생 설문화면구성을

살펴보면 Fig. 3과 같다.

Fig. 3. Student Survey Screen

quan1∼5는 1∼5번 질문에 응답한 학생의 수를 카운

트한값이다. result 값은 자신을 질문에 답으로입력한

학생의 수를 카운트해 quan1∼quan5의 값과 더한 값이

다. 이 result 값을 학 선호도 값이라한다. 즉, 소시오메

트리 설문마다 선택된 학생의 이름이 카운트되어 각각

학생들의 quan값에 들어가게 된다. 질문 1∼5까지의

quan합이 result에 들어가게 되고 result의 값이 모둠 구

성 학 선호도 값에 해당한다. 학 선호도(result)와 학

생의 성 (grade) 값을 교사가 입력한 비율에 맞게 계산

되어 mresult의 값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mresult의 값

으로 모둠 구성에 필요한 모둠 번호를 구해 모둠을 구성

한다. 구 된 교사의 학생 정보 입력화면은 Fig. 4와 같

다.

Fig. 4. Student information input screen

3.3 시 트리 결과 

소시오메트리 결과 구성요소는 Table 2와 같이 DB의

result 값으로 구분한다.

홍기원, 김주한(1998)에서는 이러한 질문의 답변선택

시 순 에 따른 가 치를 두어 질 인 분석을 하 다[8].

본 연구에서도 질문에 한 답변선택에 가 치를 두어 1

∼3번의 정 인 질문에 선택된 학생의 result 값을 +1

, 4∼5번의 부정 인질문에 해당하는 학생은 result 값

을 –1 을 부과하여 result의 값을 구했다.

element define
result
value

Star
A choice from many people in positive

questions
+50∼

Mid All but the Star, the Out, and the Out
+6∼
+49

Out
A person who is relatively unselected

throughout the question
-5∼
+5

Bad A negative questioner ∼-6

Table 2. Sociometry result element

3.4 시 트리 결과

소시오메트리 설문에 한 결과 보기 화면은 Fig. 5와

같다. 교우 계를 한 에 알아볼 수 있게 구성되어있고

학 내의 체학생이 Star형, Mid형, Out형, Bad형으로

나뉘게 된다. 왼쪽 인기형, 간형, 외톨이형, 까칠형 버

튼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조건에 맞게 분류된 학생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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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lass Survey Results View Screen

3.5  기

모둠을 구성하는 주요 정보로 학생의 성 (grade)과

소시오메트리의 결과인 result 값을 이용한다. 소시오메

트리의 결과인 result는 학 선호도라 부른다. 이때 교사

는 성 과 학 선호도에 비율을 정해 모둠 구성을 할 수

있다. 교사가 입력한 비율에 성 , 학 선호도 값을 계산

한 값을 Student DB의 mresult 값으로 정한다. 이

mresult의 값으로 학생들로 모둠순서를 정한다. 모둠 구

성 방법을 2가지로 구 하 다.

첫째, 모둠 구성하기-1은 1등과 N등, 2등과 N-1등, …

으로 모둠을 구성하여 큰 성취도 격차를 통해 하 권 학

생들의 학습 효과를 기 해볼 수 있다.

둘째, 모둠구성하기-2는 학생들 간의 일정한 성취도

차이를 용해 학생들 모두 성취도 차이가 있어 학 내

학생 부 는 최소한이라도 학습 효과를 증진 시킬 수

있다.

3.6 능 평가

소시오메트리 설문을 용하여 효과 인 동학습을

한 모둠 구성 도구 개발에 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한지형(2016)은성격유형에따른 모둠구성 도구를개

발하 으며내향성, 외향성, 혼합형 모둠으로 구성하 다

[12]. 권 선(2004)은 학업 성취도를 기반으로 수 별 이

질 집단과 ICT 활용 능력을 기 으로 수 별 이질 집단

으로 구성하는 모둠 구성 도구를개발하 다[13]. 안인경

(2017)은 지능검사를 기 으로 상 이질 모둠, 이

질 모둠, 하 이질 모둠과 동질집단으로 구성하는 모둠

구성 도구를 개발하 다[14]. 김제이(2010)는 학업 성취

도 결과를 통해 상 집단, 집단, 하 집단으로 구성

하는 모둠구성 도구를 개발하 다[15]. 선행연구들과 비

교하여 성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previous
research

proposed
system

Student Information ○ ○

Grouping ○ ○

Bullring propensity X ○

Heterogeneous composition X ○

Grouping to learning level X ○

Table 3. comparison of previous research and 

proposed system

4. 결론

학 에서 모둠 구성이 필요할 경우 교사는 편의를

해 단순하게 번호 순서나, 제비뽑기 등으로 모둠을 구성

하는 것이 일반 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시오메트리 설

문을 이용하여 불링 경향성 진단을 통해 학 내 불링 가

능성을 악하고, 더불어 학습효과 향상에도 정 인

향을 수 있는 모둠 구성 도구를 제안하 다.

소시오메트리를 학 리에 이용하고자하는 시도는

학 안에서의 교우 계를 악하기 해 수작업으로 소

시오메트리에 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부분 으로만 이

루어져왔다. 그러나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정리하여 학

리에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시오메트리를 모둠구성에 연계하여

동학습에 효과 인 모둠구성 도구를 제안하 다. 이

모둠 구성 도구는 교사가 학 의 교우 계를 악할 수

있고 소시오메트리 결과를 장하여 학 의 교우 계 변

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 로 교사가 원하는학업성

취도와 학 선호도(소시오메트리 설문조사 결과)를 원하

는 비율에 맞춰 모둠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설계 구

하 다. 이를 통해 불링 경향성을 악하면서 동시에

동학습의 효과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향후에는 모둠구성 시 교사가원하는 요소를 직 추

가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 다양한 모둠 구성이 가능하도

록 지원하고, 소시오메트리 결과를 학생 개인별로 장

하여 시간에 따른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함으로써 학생 상

담의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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