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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단계별 학습이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에 피어 튜터링 제도를 적용하여 정규 수업과 병행하여 운영하고 

피어 튜터링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참여 전과 후의 성적 변화를 비교해봄으로써 피어 튜터링 제도가 단계별 학습에 얼마나 효

과적인지를 분석해본다. 

키워드: 피어 튜터링(peer tutoring), 학습 효과(learning efficiency), 문제 중심-자기 주도 학습 (Problem based, Self-directed 
learning), 단계별 학습(step-by-step learning)

I. 서론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의 학습 효과는 참여 학생들의 학습 수

준, 능력, 및 적성 등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기존과 같은 수업 

형태를 벗어나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단계별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단계별 학습이 

운영되어왔으며, 그 주된 고려 요인은 학습 수준의 분류 단계, 팀 

구성 방법, 팀의 인원 수, 학습 운영 형태, 운영 횟수, 보조 인력의 

활용 유무, 온라인 매체의 활용 등 운영 등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는 단계적 학습 방법의 한 유형으로 피어 튜터링 제도를 적용해보

고 그 학습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II. 관련 연구

1. 피어 튜터링 제도

피어 튜터링 제도는 기존의 교수, 조교 또는 대학원생을 튜터로 

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튜터링 제도와는 달리, 동일하거나 유사

한 학과의 동기간 또는 선후배간의 학습 지도 활동을 칭한다

[1][4]. Barrows 등에 의하면 피어 튜터링은 문제 중심-자기 주도 

학습(Problem based, Self-directed learning) 교육의 중추가 되

는 교육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2][4]. 또한 소그룹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사고나 추론 기술을 개발하고, 독립적인 자기 주도 학습자

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교수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3][4]. 따라서 피어 튜터링은 튜티의 학업 능력 향상과 더불어 참

여자간의 대인 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튜터의 리더쉽 등 다양

한 개인과 조직의 관계에 대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외 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형태의 피어 튜터링 제도가 운영되고 있

다. 국내의 피어 튜터링 제도를 운영하는 상당수의 대학들은 튜터 

1인당 튜티의 수, 튜터링 제도 운영 교과목, 튜터에게 주는 혜택, 
튜터의 자격으로 대학 3학년 이상의 학생이거나 성적 제한을 두는 

등 각 대학마다 튜터링을 운영하는 형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4]. 

2. 연구 배경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같은 단계별 학습이 필요한 과목에서 학

생들이 소규모 모임을 조직해 서로 배우며 피드백하는 학생 주도

형 학습 공동체 활동(피어 튜터링)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 기
초 지식이 없으면 전혀 수업을 따라 올 수 없거나 단계별 수업에

서 그 이전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상과목을 포기해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우리 대학의 공과계열 상당수의 과목들이 

30명 이상 단위의 수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런 경우 교수자

에 의한 멘토링 및 튜터링을 통한 학습 지도는 사실 어렵다고 보

인다. 우리 대학 교수학습개발원에서는 튜터링 프로그램을 실행하

고 있으며 튜터에게 소정의 장학금과 학습 시간에 대해 사회봉사

활동 시수로 인정해 줌으로써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

에 참여하고 있는 상위 수준 학습자를 튜터로 활용하여 중하위 수

준의 학습자들을 지도하도록 하는 형태의 피어 튜터링을 수업에 

적용한다면 그 학습효과를 기대해 볼 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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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본론

1. 피어튜터링 운영 내용

본 연구에서는 명지전문대학 컴퓨터정보과 2학년 전공 수업인 

객체지향언어실습이라는 프로그래밍 과목을 대상으로 하여 피어 

튜터링을 적용해보고 참여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객체지향언어실습은 직전 학기의 객체지향언어 과목과 연계하여 

자바 프로그래밍을 1년 과정으로 학습하는 과목이다. 튜터링 팀 

구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당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2개 반의 상

위 학습자들 8명의 자발적인 튜터 참여로 총 8개 팀이 구성되었으

며, 튜티들은 같은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튜터와 친분관계에 

있는 중·하위 수준의 학습자들과 지도 교수의 참여 권유를 받은 학

생들로 구성되었다. 한 팀에는 한명의 튜터와 3~5명의 튜티들로 

구성하였으며 주당 평균 2시간정도씩 튜터링을 운영하였다. 튜터

링 내용은 현재 수업의 내용과 이전 선수과목에서 배웠던 기초 학

습을 주로 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였다.    

2. 피어 튜터링 적용 후 학습 효과 분석

본 절에서는 대상 수업에서 피어 튜터링에 참여한 튜티 학생들

의 성적 변화를 비교해 봄으로써 피어 튜터링이 학습에 미치는 효

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해당 수업에 참여한 총 학생 수는 70명

이고 이중에서 피어 튜터링의 튜티로 참여한 학생의 수는 27명이

다. 그러나 이중 8명은 2학기에 복학하여 새로 수업에 참여한 학

생들로서 1학기 성적과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어 튜터링

을 적용하기전인 1학기와 적용한 2학기의 성적 비교가 가능한 19
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성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성적 평가 기준은 

수업에 참여한 전체 학생 대비 상대적인 성적 순위(%)로 하였으

며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피어 튜터링에 참여한 튜티들 중 

80%가 성적 상승을 보였으며, 단 20%의 학생만이 소폭의 성적 

하락을 보였다.

그림 1. 피어 튜터링의 학습 효과

Fig. 1. Learning Efficiency of Peer Tutoring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에 피어 튜터링을 적용

하고 참여한 학생들의 성적 변화를 통해 학습 효과를 분석해보았

다. 그 결과  피어 튜터링에 참여한 튜티들 중 80%가 성적 상승을 

보였으며, 단 20%의 학생만이 소폭의 성적 하락을 보였다. 이로써 

피어 튜터링은 학습자의 개인에 맞추어 단계적 학습을 진행할 때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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